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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요약문>

지원분야의

중요성

(미래가치)

 본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을 통해 소통과 융합의 인문정신을 현실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최근 2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우리는 ‘문화어문학' 이론을 개발하여 이를

사업단의 교육과 연구에 적용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성과를 획득하였다.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더욱 심화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업의 미래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에 기반한 한국어문학의 연구와 교육

 본 사업단은 현실과 유리된 연구와 교육을 배격하며, 한국어문학에 새롭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 한국어문학이 실생활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사

업단은 우리의 실생활에 기반한 한국어문학의 변화를 추동하는 진원지가 되어, 실용적 능

력과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2. 연구방법론 정립에 따른 학문과 일상의 소통

 학문과 일상의 소통, 이론과 현장의 소통을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의 교

육과 연구를 혁신하는 대표적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우

리의 일상 생활로 환원시켜 대중들이 향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다.   본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물론 굳건한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자문화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동시에 우

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3. 비교 지역학적 측면에서의 한국어문학 연구

 본 사업단은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를 '영남'으로 설정한

다. 이것은 본 사업단의 지리적 근접성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영남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어문학 자산을 다량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 어문학에 대한 천착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호남과 영남, 기호와 영남, 나아가

중국과 영남 등으로 관심을 넓혀 비교 지역학적 측면에서 연구해 나갈 것이다.

4. 자료의 질서화를 통한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

 문화어문학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자료의 범위는 구술자료와 문헌자료를 포함하여, 지역에

서 창작· 전승· 소통· 향유되는 모든 어문학 자산을 포괄한다. 이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만주 등 해외로 이주한 지역민의 어문학 자산 또한 교육과 연구의 범위안에 포섭된다

. 이에 대한 자료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집해 체계화하지는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지역의 어문학 자료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고 질서화하여 우리의 연구 및 교육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어문학 연구를 통한 영남 문화의 재발견 및 한국어문학의 세계적 위상 강화

 본 사업단은 영남을 포함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연구를 통해 영남 문화의 재발견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영남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여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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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주목하고 있다. 영남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은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사업 목표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2년간의 연구 역량을 더욱 결집하여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

어문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심어

문화어문학 방법론적 혁신 영남지역

생활 기반 연구 심화와 확산 한국어문학 자산

동태적 연구 국제화 지역문화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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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본사업단은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서 영남지역 어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

집하여 질서화하고, 이를 통해 영남지역에서 생성된 어문학 자산을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2.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활용하여 현대인에게 필요한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이것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와 문화정책을 개발한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지역 문화정책 수

립에 유용한 컨설팅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3.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학술지에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

을 게재하고, 한국어문학 자산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국제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역량 영역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을 문화적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위기에 봉착한 한국어문학

의 활로를 찾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는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

는 방향을 설정했다.

1. 교육 비전 및 목표

 본 사업단은 우리 시대 한국어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에 기반한 어문학 교육을

모색해 온 바, 우선 문화어문학의 개념 정립을 ‘계승’과 ‘극복’이라는 방법론적 혁신

을 통해 이루어냈고, 내적 접근과 외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을 수립하였다. 향후 문

화어문학 교육의 심화와 확산이라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 일상과 소통하고, 표준화와 획

일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실천

해 나갈 것이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사업단 선정 이후 우리는 한국어문학 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본

사업단의 목표인 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와 국제화를 위해 6개의 공통 이수 교과목을

신설하여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젠다와 연관된 기존 교과목을 선

택하여 심화과정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운영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본 사업단은 향후 강의

평가와 그에 따른 환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내·외 학과 간, 학석사 및 석박사 공동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

과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인력 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적 방법론을 향후 더욱 심화 확대하면서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

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을 위해 실천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장학금 제도와 연계된 학석사 연계과정을 확대하

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특강 및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학정보관리시스템

을 운영하면서 인력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4. 대학원생 연구 역량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2년 간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은 당초의 정량적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향후 본 사업단에서는 당초의 정량적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의 교육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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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BK21플러스 사업 선정 이후 해외 석학 초청 강연과 대학원생의 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은 이전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2배 이상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본 사업단에

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향상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의 질적인 성과 확보를 목표로 국제화 전

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현재의 실적을 고려하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의 정량적 목

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국제학술회의에서의 발표 성과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의

등재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전략을 정비, 보완한다. 그 외 사업단이

주력하고 있는 교육의 국제화 전략은 영어 강좌의 운영 확대,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 해외 석학 초청 강연, 장단기 해외연수 장려와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단의 국제화 역량을 높

이고자 한다.

연구역량 영역

 우리 사업단은 그동안 쌓아온 지역어문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2년간 BK21플러스 사

업을 운영하면서 문화어문학 연구의 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더욱 나

아가 한국어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본사업단은 '한국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 '영남지역 문화에 대한 재발견', '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라는 4대 연구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사업단 내 연구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속 대학원생이 문화어문학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의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국제화'라는 단계별

연구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2. 연구진의 구성

 본 사업단의 연구진은 연구 및 행정 역량을 두루 갖춘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

하여 한국어문학을 혁신하자는 교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진연구인력 3인은 모두 지

역어문학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한 인재들이다. 우리 연구진은 자신의 학문적 특장에 따라

크게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국제화 부문으로 분과를 나누었

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연구 역량이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본 사업단은 최근 2년 간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 실적을 당초 사업 목표에 비해

초과 달성하였고, 사업단 아젠다와 유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구의 국제화 역

량 강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향후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ㄱ

)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ㄴ) 국제 공동 세미나 개최 지

원, ㄷ)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제도 등의 국제학술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가 국제적 공

동 연구, 대학원생 장기 연수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의 국제화 전략

을 새롭게 보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참여교수 연구 역량 강화 방안

 본 사업단은 최근 2년간 참여교수들의 논문 게재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 아젠다와 유관한 저서의 기획과 출간, 인문학의 대중화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쌓아왔다. 향후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되 연구역량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 논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참여교수들의 업적 평가

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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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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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측면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2년

간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탐구해 왔다.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여 학문과 일상이 소

통하는 신개념 문화어문학을 학문영역 내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적 측면

 문화어문학적 방법론은 한국어문학 자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여 생활에

밀착된 풍부한 교육자원을 공급할  것이다. 특히 문화어문학적 시각에서 발굴된 자료와 이

에 따른 연구의 결과물들은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고 교육과정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어문학 자산에 내포된 실용적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측면

 문화어문학은 국내적으로는 영남지역 어문학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학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어문학적 차원에

서 개발된 다양한 자료는 지역민이 바로 향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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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단 현황

1. 사업단 구성

1.1 사업단장

성명 한글 백두현 영문 PAEK DOO HYUN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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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간
소속 대학원

학과(부)

환산 참여 교수 수

전임 겸임 계

'16.3.1~'18.2.28 국어국문학과 7.8749 0 7.875

<표 1-2> 사업단 전체 참여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산정 기간 대학원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계

'16.3.1~'18.2.28 국어국문학과 32 26.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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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문별 - <교육역량 영역>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사업단의 교육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사업단의 교육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계획)

◇ 최근 2년 사업의 성찰과 향후 사업의 방향

 2013년도부터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의 위기 극복과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을

양성해 왔다. 당초 우리는 ‘문화어문학’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여기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세운 다

음,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다수의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방향을 수정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존의

연구에서 추구했던 분과학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문화적 역량을 가미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 사업단의 향후 사업도 최근 2년 사업의 이러한 특장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더욱 심화

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1. 생활에 기반한 한국어문학 교육

 그동안 한국어문학 교육과 성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본 사업단은 이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문화어문학'을

통해 현실과 괴리된 한국어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문화어문학 교육은 텍스트 중심의 정태적 교육에서 벗어나,

한국어문학 자산을 동태적이면서 동시에 문화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교육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어문학의 본질이

생활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이다.

 본 사업단은 어문학이 생활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영남의 어문학 자산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이러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어문학의 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의 변화를 추동하는 진원지가

되어, 실용화 능력과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1)‘문화어문학’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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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적 관점에서 보는 문화자산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을 문화자산으로 보는 관점에 정초해 있는 바,

이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어문학 자산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이를 통해 연구와 교육의 지평을 넘어서서 오늘을 사는 우리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의미한다. 문화어문학은 우리 시대 어문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창안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이자 연구 방법론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한국어문학 연구가 수행해 왔던 실증주의와 구조

주의적 성과를 한편으로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계승’은 어문학의 전문성을 이어받자는 것이며, ‘극복’은 실용과 생활의 차원에서 한국어문학을 새롭게 창조하자는

것이다.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은 외적 접근과 내적 접근의 두 가지 방법론으로 이루어진다. 외적 접근은 언어와 문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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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문학 창작을 위한 동인(同人) 활동과 문예지 발간 등에 대한 연구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텍스트

속에 나타난 음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발견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는 물론 어문학을 통한 당대의 문화연구로

귀결된다. 본 사업단의 교육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조정되고 보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어문학은 다음과

같은 인식과 목표를 지닌다.

 -어문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한국어문학이 당면한 침체를 극복하고자 한다.

 -어문학의 학문적 고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문 내외적 연계망을 갖춘다.

 -어문학이 지닌 문화적 요소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대중과 함께 향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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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어문학의 최종목표는‘오늘날’‘우리’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2) 문화어문학 교육의 심화와 확산

‘문화’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본 사업단에서는 ‘유럽’문화나‘국민’문화처럼, 추상적인 대단위로 보는 관점

을 지양하고 특정한 소집단의 문화들(cultures)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다양한 하위 집단의 문화(여성,노인,청소년

,지역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한국어문학의 경우 이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수행되었다고 하기 어렵

다. 본 사업단의 1차 사업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교과과정 개발은 물론이고 각종 세미나와 국제적 수준의 학술대회

를 개최해왔다.

 <문화어문학 연구>라는 과목을 석박사 공통과정으로 개설하여 문화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영남지

역어문학연구>라는 과목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어문학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어문학 내의 세 분과(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교수들이 팀티칭을 통해 공동으

로 강의하는 한편, 공동지도교수제 시행 및 어문학 생성공간 답사 등을 통해서 전공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연구와 현장

의 소통 역시 성취되도록 했다. 본 사업단은 향후 이러한 교육 방법을 더욱 심화시켜나갈 것이다.

 문화어문학 교육은 인근 학과 혹은 비교 지역과의 연대를 이룰 때 더욱 효과적이다. 본 사업단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

으로 역사학과 등과 공동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인근 학과의 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듣는 등 대학원생 교육에 실질적

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강원지역이나 전라지역의

어문학 전공자들과 교유하면서 지역 어문학이 갖는 특수성과 함께 어문학이 지닌 보편성이 한국문화에 어떻게 작동하는

가 하는 부분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교육해 나갈 것이다.

 3) 대학의 비전과 연계한 문화어문학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경북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이에 따른 중장기 계

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①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연구 성과 창출, ② 글로벌 수준의 대학원 교육을 통

한 창의적 리더형 인재 양성, ③ 산학협력의 견실화를 통한 영남지역의 거점 국립대로서의 대외역할 수행, ④ 혁신적 제

도 개선을 통한 연구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 그것이다. 본 사업단에서 제시한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은 바로 이러한 대

학의 비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대학의 비전을 어문학적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법론이

라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 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한편, 장단기 국제 연수프로그램에 동참하며 글로벌 감각을 익혀가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

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 리더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또한 전통이 가장 잘 살아 있는 영남지역을

주목하면서, 지역의 거점 국립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산학의 견실한 연대를 통해 생활을 위한 실용 어

문학 교육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2. 교육비전: 문화어문학 교육의 심화와 확산

 1) 학문과 일상의 소통

 텍스트 중심주의적 교육은 한국어문학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대학의 국어국문학과가 구조 조

정 대상에 올라 명칭을 바꾸거나 폐과가 되는 사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물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에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

적인 원인은 한국어문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폐쇄성과 고립성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과 일상의 소통, 이론과 현장의 소통을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는 대표적 방법론

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문학의 교육과 연구가 생활로 환원되어 대중들이 향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본 사업단에서에서 이룩한 스토리텔링 교육과 그 결과는 하나의 상징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선비산수길

’에서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산수길에 문화의 옷을 입혔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어문

학이 일상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2) 미시사적 접근방식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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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삶이 사회와 문화의 중층성에 기반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문학이 생성되었다고 볼 때 미시사적 접근 방식은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의 문화어문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한국의 어문학, 그 가운데서도 영남지역의 어문학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단에서 진행하였던 영남

지역의 생활사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향후 이러한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본

사업단은 지역의 생활문화와 결부된 살아 있는 한국어문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융합적·탈경계적 관점의 교육

 우리 사업단에서는 한국어문학 자산을 특정 시기의 독립된 존재물로 한정시켜 접근하지 않고, 초시대적 가치를 지닌 문

화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와 교육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탈경계 인문학(trans-

humanities)적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어문학 내적으로는 전공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 다른 한편으로는 융합적·탈경계적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 인접 학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한국어문학의

깊이와 넓이를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동학가사의 문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생을 가사문학 전공교수

와 국어사 전공교수가 공동지도함으로써, 동학가사의 문학성에 융합된 언어적 요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문화어문학적 관점에서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연구하는 경우, 국어학 및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교수가 대학원생을 공

동지도함으로써,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언어적, 사상적, 연극적 특징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다. 이는 완판본 판소리계 소설 작품을 연구할 때, 작품 내적· 외적 분석과 아울러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성이 소

설 작품에 어떻게 융합되어 작용하는지를 아울러 고찰하는 것과 같다.

 4) 실용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최근 한국어문학 교육이 현실과 유리되면서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함께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심각한 위기

에 봉착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의 학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문학 텍스트의 문헌학적

접근이나 어문학의 자율성에 입각한 전공 내적 연구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전문성이 인간의 생활과 맞물

릴 때 비로소 연구와 교육의 가치가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사업단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성을 바탕으

로 하여 일반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한국어문학을 만들고, 나아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어문학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 한국어문학의 실용주의적 시각을 명확히 견지하면서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5) 근접성에 입각한 문화어문학 교육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의 거점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근접성은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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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문학의 혁신을 영남지역에서 시작하자는 발상은 단순히

본 사업단이 지닌 영남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본 사업단이 영남지역에 주목한 것은 영남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가 풍부하고 하회마을, 양동마을과 같은 생활문화적 세계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

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문학 교육은 한편으로 '표준화'와 '획일화'에 의해 매몰된 영남의 문화적 특성을 재

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인에게 한국어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교육목표: 국제성을 겸비한 연구 및 실용 인력 양성

 1)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1)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인력

 문화어문학이라는 창발적(創發的) 연구방법론을 보다 정치하게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전문 연구자를 양성할 필

요가 있다.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이 당면한 어문학 교육과 연구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창안된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라 할 때, 여기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심도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다 정치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이론가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이론가는 실용어문학에 대한 이론을 구축해 나가면서, 어문학을 살아있는

학문으로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본다.

(2) 영남어문학 자료의 DB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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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지만 문화어문학 연구 역시 체계적인 자료수집에서 출발한다. 문화어문학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범위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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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료와 문헌자료를 포함하며, 지역에서 창작·전승·소통·향유되는 모든 어문학 자산을 포괄한다. 이뿐만 아니라 식

민지 시기 만주 등 해외로 이주한 지역민의 어문학 자산 또한 교육과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자료가 다

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집해 체계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최근 2년 동

안 답사와 실습을 통해 이루어졌던 이 방면의 교육을 통해 향후에는 더욱 확대.심화되는 DB화 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

다.

 (3)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연구 인력

 본 사업단은 우선 영남지역에서 생성된 어문학 자산을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영남지역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영남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영남의 어문학이 어떻게 작용

하며, 또한 한국어문학에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양성한 본 사업단의 연구 인

력은 영남의 어문학 자산에 내포된 영남문화의 특성을 예각화하고, 미래의 영남문화 내지 한국문화 발전에 중요한 기여

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연구 인력은 영남의 어문학 자산을 세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

 (1) 지역 어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인력

 본 사업단은 지역 어문학을 활용하여 현대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예컨대, 어

문학 자산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자(PM), 공연문화축전 기획자(PD)를 양성할 수 있다. 오늘날 확산일

로에 있는 스토리텔링 사업은 대체로 이런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 경상북도 일원에서 인기리에 시행되고 있는 '아

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본 사업단은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현재 지방정부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힐링을 위한 길' 건설에도 어문학적 가치를 부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지역 어문학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인력

 신라문화와 가야문화에 기반한 영남문화는 매우 풍부한 어문학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남지역은 <<삼국유사>>라는 어

문학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기반으로 한 선비사회, 그리고 한말 동학운동과 근대전환기의 의병

활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문화를 주도하면서 관련 어문학 자료를 생산하고 축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과학

기술 등을 활용한 콘텐츠로 개발하여 향유하는 것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 기관과의 관계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갖추어 나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스토리텔링 교과목이 추가되고, 경북콘텐츠진흥원과의 연계망을 구축한 것이 이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

다. 향후에는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3) 지역문화 정책의 컨설팅 전문인력

 본 사업단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현재 영남지역에서는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영양군의 전통음식학교

건립, 경상북도의 종가문화 및 구곡문화와 관련된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영남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

는 것은 이 지역에서 전통이 가장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문화기획자들에게 본 사

업단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관학 혹은 산학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할 수가 있다. 본 사업단은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3)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1)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

 영남의 문화어문학을 세계로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물을 싣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

업단은 국제학술지에 현지어로 작성된 논문을 실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기르고자 한다.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이 전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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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는 연구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지난 2년간 <영어논문 작성법> 강좌를 개설하여 영어 논문 작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다. 앞으로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어문학 자산의 번역 연구 인력

 한국어문학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작품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등 관련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인력들 또한 석사과정 때부터 꾸준히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날 많은 외국인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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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번역 요원을 길러낼 필요가 있다. 본 사업단에서 연구한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외국인에

게 어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어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 된

다.

 (3)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

 2000년 이후 한류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

방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우선 외국인을 위해서 영남어문학 자산

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삼국유사》에 묘사된 신라인의 사랑이야기는 물론이고, 《음식디

미방》에 서술된 조선시대 음식이야기, 구곡문화에 남아 있는 선비들의 풍류와 강학, 동학가사와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읽을 수 있는 민중들의 저항과 인간애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영남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향유된 것이지만 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영남어문학 자산의 연구를 위한 전문 국제화 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바, 본 사업단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을 길러낼 것이다.

 4. 기대효과

 1) 학문적 측면: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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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작품 자체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문학 생성의 외적 문화 환경과 함께 어문학 속에 담긴 내적 문화를 탐구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문학이 중심이 되지

만 학문과 일상, 이론과 현장이 소통하는 회통성(會通性)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텍스트 중심의 한국

어문학 연구가 지닌 고립성을 탈피하며, 대중과 연대하며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활학(活學)으로서의 역할을 한국어문학

연구에 부여할 수 있다.

 2) 교육적 측면: 한국어문학의 실용화 전문 인력 양성

 한국어문학은 다양한 실용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모든 어문학 자산이 생활 속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볼 때, 어문학

자체가 생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문화어문학은 궁극적으로

어문학을 어문학 본연의 자리, 즉 생활 속에서 향유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언어로 구성된 서정과 서사의 세

계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으나, 본 사업단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이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3) 사회적 측면

 (1) 국내적 측면: 영남지역 어문학의 문화적 가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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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것이다. 첫째, 어문학을 활용한 기초자료 및 콘텐츠를 지역의 도서관이나 문학관 등

에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 프

로그램 및 문화체험코스를 개발하여 영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문화해설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

은 영남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문경새재의 과거길 복원과 같은 문화체험 관광코스

개발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 국제적 측면: 한국어문학의 세계적 위상 강화

 영남지역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것은 영남지역이 한국학 혹은 한국어문학의 세계화에 유

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사업단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

론적 접근을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학 작품의 번역뿐만 아니라, 한

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체험 코스 등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문학에 대한 문

화론적 접근은 본 사업단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세계 대학과의 연계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어문학에 대한 문

화론적 접근을 통해 한류가 지속될 수 있고, 이로써 세계 속에서의 한국어문학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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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의 교육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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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간 평가 이후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이라는 사업 목표를 충실

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특히 교육과정의 재정비와 함께 각종 세미나와 초청

강연 ,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한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및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사업단의 아젠

다를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시켰다 . 또한 뛰어난 대학원생의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 그리고 사

업단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 이를 토대로 창출

된 사업단의 성과를 확산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인 시간이었다 . 따라서 남은 사업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사업단의 특장을 계승하면서 미지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 한국어문학이 마주하고 있는 현재

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이 생활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영남지역의 한국어문학 자

산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 이를 통해 한국어문학 교육을 혁신하고자 노력해왔다 . 그리고 이

를 통해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 혁신을 추동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어문학

의 실용화 능력과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

다 .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 문화어문학 교육의 심화와 확산

(1) 학문과 일상의 소통

(2) 미시사적 접근방식의 교육

(3) 융합적 · 탈경계적 관점의 교육

(4) 실용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5) 근접성에 입각한 문화어문학 교육

2) 사업단의 교육 목표 : 국제성을 겸비한 연구 및 실용 인력 양성

(1)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①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인력

② 영남어문학 자료의 DB화 인력

③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연구 인력

(2)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

① 지역 어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인력

② 지역 어문학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인력

③ 지역문화 정책의 컨설팅 전문인력

(3)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①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

② 어문학 자산의 번역 연구 인력

③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

2 . 교육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단의 주요 성과

1) 현장 밀착 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어문학 자산의 발굴에 의한 교육 및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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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학문과 일상의 소통 , 이론과 현장의 소통을 지향하며 어문학의 교육과 연구가 생활로

환원되어 그 성과가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이에 다양한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문학 자산을 새롭게 인식하고 ,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본 사업단에서 실시한 대표적인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매년 1회에 걸쳐 실시된 '학부-대

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이 있다 . 이외에도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권정

생 문학의 문화콘텐츠 제작 과정 현장 실습 및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실무자와의 토론회

( 2016 .12.9. ) '를 개최하여 현장 밀착 교육을 통한 지역 어문학 자산의 발굴과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사업단 참여인력의 역량을 축적하였다 . 이러한 현장 밀착 교육은 2017년에는 '경북 북부 지역 문화어

문학 현장 조사 및 실습( 2017 .4 .12. ) ' , '서울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 조사 및 실습( 2017 .5 .31. ) ' , '대

구지역 근대 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현장 조사(2017.7.5. ) ' 등으로 지속되었다 . 또

한 대학원 교육과정에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어문학 현장과 밀착된 문화어문학

교육을 실현하였다 . 이러한 현장 밀착 교육은 참여대학원생의 지역 어문학에 대한 연구 역량을 증진

시키고 , 지역 어문학 자산의 발굴을 도모하여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 (경상북도)

등과 같은 지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지역의 생활 문화와 결부된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 수행

본 사업단은 미시사적 접근 방식을 통해 거시사적인 시각에서 소외된 지역과 생활을 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통해 포착하고 , 이러한 지역민들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삶을 복원하는데 교육의 비전을 두었

다 .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업단의 참여인력이 중심이 되어 '지역어문학

의 국제화( 2017 .8 .17. ) '라는 주제로 총 14개 학술발표로 구성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이와 함께 지역어문학과 관련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연구와 현장의 소통을 도

모하였다 . 특히 '권정생 문학의 문화콘텐츠 제작 과정 현장 실습 및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실무자

와의 토론회(2016.12 .9 . ) '와 같이 지역어문학 자산의 문화콘텐츠 산업화 과정을 점검하고 , 이를 통해

사업단의 연구가 지역민의 생활 문화와 결부되어 실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이외에도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근대 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현장 조사( 2017 .7 .5 . ) '를

실시하여 참여대학원생의 현장 감각을 높이는데 집중하였고 , 이러한 교육 및 연구 수행을 통해 사업

단 참여인력에 의한 다수의 학술 논문이 학계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

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및 전공 간 팀티칭 강의에 의한 융합적 · 탈경계적 관점의 교육 수행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 연구에 있어 깊이와 넓이를 함께 추구하기 위해 융합적 · 탈경계적 관점에서

구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 특히 본 사업단에서 국어학 , 고전문학 , 현대문학의 분

과학문 체계의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은 분명

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 간 공동 지도교수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논문 주제를 고려해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 공동으로 지도하여 더 나은 논문을

학생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교 학위 수여 규정 36조 ②항에는 "학과장은 1 .협동연구개발촉진

법 시행령에 따라 , 이 대학교 교원 1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연구원 1인을

추천한 경우나 , 2.국가인정자격증 취득 또는 국가정책과제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2인을 공동 지도교수

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러한 본교 학위수여규정에 의거하여 ,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

을 작성하는 사업단 참여학생에 대해 핵심 전공을 지도하는 책임 지도교수와 논문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전공교수를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융합적 방법을 살린 창의적 논문이 산출되도록 지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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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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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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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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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융합적 · 탈경계적 관점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 관련 대학원 교과목을 중심으로

팀티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특히 <문화어문학현장실습>이나 <영남지역어문학연구>과 같은 과목

에서는 국어학 전공교수와 현대문학 전공교수가 함께 팀티칭을 함으로써 융합적 사고에 의한 인재 양

성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

이외에도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한국어문화론>과 <스토리텔링의 세계>와 같은 융합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학제 간 통합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

4) 실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수행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는 인간의 일상 생활과 결부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 어문학 자료를 조사 발굴하고 이를 문화콘

텐츠로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특히 대학원 교육과정에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한국어문학 자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

<문화어문학현장실습>에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현장 및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에 대한 체험 교육을 실

시하여 한국어문학을 통한 실용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이러한 교육 성과는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 대표적으로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는 경상북도 발주 "경북 주요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종가와 이와 관련된 각종 어문학 자료

를 가공하여 현재적 관점에서의 실용적 가치를 찾아내고 실현하는 사업이었다 . 따라서 본 사업단이

지향한 어문학 자산의 실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은 이와 같은 관-학 협력에 의한 연구프로젝트의

수행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 .

5) 근접성에 입각한 문화어문학 교육 수행

본 사업단은 지역 거점대학인 경북대학교에 속해 있음으로써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이와 함께 본 사업단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남지역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영남지역이 가진 장점을 살

려 한국어문학의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이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교육 비전

을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한국어문학을 지역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자 하였으며 ,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적 기반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기획 , 개최하

였고 , 참여인력의 다양한 논문 및 저서를 통해 영남 어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였다 .

3 .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단의 주요 성과

1)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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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는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과 관련하여 국제성을 겸비한 연구 및 실용

인력 양성에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연구 인력 양성의 목표를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

고자 지금까지 노력하였다 .

(1)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인력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이라는 창발적(創發的) 연구방법론을 보다 정치하게 모색하고 적용하기

위한 전문 연구자 양성에 노력하였다 . 특히 실용 어문학에 대한 이론을 구축해 나갈 이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문

화어문학연구>와 같은 문화어문학 이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더불어 지금까지 문화어

문학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와 해외 석학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 이를 통해 문

화어문학의 방향성과 이론적 정합성을 검증하였으며 , 참여대학원생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또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외부 연구자 및 참여인력의 논문 발표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이러한 본 사업단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으며 ,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단의

교육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

(2) 영남어문학 자료의 DB화 인력

본 사업단은 지역의 어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질서화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교육 목

표를 두었다 . 지역의 어문학 자료에는 지역에서 창작 · 전승 · 소통 · 향유되는 모든 어문학 자산을 포

괄한다 . 그리고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이다 . 이에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현장실습>과 <영남지역어문학연구>와 같은 교과목을 통해 자

료의 수집과 체계화에 대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이러한 이론적 교

육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 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화( 2016 .3 .1 .

~2017 .8 .31. ) '와 같은 연구 과제에 참여대학원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을 함

께 경험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

(3)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연구 인력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에서 창출된 어문학 자산을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참여대학원생의 문화 이론 및 문화어문학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영남지역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영남지역 어

문학 자산에 내포되어 있는 영남문화의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데 사업단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 대표적인 예가 '경북 북부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 조사 및 실습( 2017 .4 .12. ) ' , '대구지역

근대 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현장 조사( 2017 .7 .5 . ) ' 등이었다 . 이러한 현장 조사는

이론과 현장의 접목을 도모하고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향후 이러한

교육이 지속될 때 영남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이라는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도 더욱

많은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2)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이론적 기반을 단단히 다진 후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지역의 어

문학 자산을 실용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 이러한 차원에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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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은 본 사업단의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된다 .

(1) 지역 어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인력

본 사업단은 지역 어문학 자산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관련 프로

그램 개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다 . 이러한 교육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또

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지역 유관기관과 상시적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 현장 실습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실무자와의 토론회 , 2016 .12.9. )을 통해 지역 어문학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과

구체적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 이외에도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지역 어문학의 실용화

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도 하였다 .

(2) 지역 어문학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인력

본 사업단이 주목하는 영남지역은 여타의 지역에 비해서도 매우 풍부한 어문학 자산을 보유하고 있

다 . 따라서 이러한 지역어문학 자산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향유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 어문학 자산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매진하였다 .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지역 어문학 자산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교과

목을 운영하고 ,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는 노력을 하였다 . 또한 경북콘텐츠

진흥원과 같은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 이를 통해 콘텐츠 개발 인력의 향후 진로를 개

척하였다 .

(3) 지역문화 정책의 컨설팅 전문인력

본 사업단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

지역의 문화 정책은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 지방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시점에서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인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컨설팅 전문 인력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추면서 본 사업단은 문화정책과 관련된 전문 인력 , 특히 지역 어문학을 전공하면서도 실용화 능력

을 함께 겸비한 인재들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 지역어문학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지역 어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고 , 지역 어문학의 실용화 방안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개

설하여 인재 양성에 있어서 교육 과정을 혁신하였다 . 또한 이러한 이론적 교육과 함께 현장과 결부된

실습을 강화하여 지역 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실질적 감각을 키우고자 노력하였다 . 그 예가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에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경상북도청에 제

출한 것이다 . 본 사업단은 이러한 교육 방향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문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

는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

3)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

(1)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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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이 가진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저명 국제학술지를 통해 그 의의

를 확산시키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을 갖춘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 이에 본 사업단은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을 개설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영어 논문 작성

교육을 강화해 왔다 . 이와 함께 <한국어논문작성법>을 통해 외국인 참여대학원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

성 능력 향상에도 매진해 왔다 .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 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를

시행하여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학술대회와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를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본 사업단에서는 외국인 참여대학원

생의 적응과 국내 참여대학원생의 글로벌 감각을 함께 키워나가고자 노력하였다 . 이외에도 다수의 장

단기 연수와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지원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이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으

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매진하였다 .

(2) 어문학 자산의 번역 연구 인력

본 사업단에서는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번역과 관련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 특히 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과 관련된

저서를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원하여 현지에서 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러한 번역서

들은 한국어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참여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 내국인 참여대학원

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단 참여인력의 전체적인 번역 능력을 높이는 성과도 함께 가져왔다 . 대표

적인 성과가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하여 번역한 '<自然與倫理-韓國吳晩煥詩與詩評選

集>(2016, 중국하남성인민출판사) '라 할 수 있다 .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 현대 시인이자 평론가인 오

만환의 시와 시평 중 대표 작품을 선별하여 중국어로 번역하여 현지에서 출판한 저서이다 .

(3)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

본 사업단에서는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한국어문학 자산을 문화콘텐츠로 개

발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개발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 내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 또한 이

러한 측면에서 해외 단기 연수를 통해 외국의 문화콘텐츠 사례를 조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연수(2018.1.18 .~1.21 .)로서 한중 역사문화 현장을 조사 연구

하면서 , 우리나라에도 설화와 고전소설로 전승된 양축설화의 중국 내 문화콘텐츠 사례를 비교 검토한

바 있다 . 이는 우리의 어문학 자산이 국제적인 문화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

에서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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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대비 실적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대비 실적(계획)

◇ BK플러스 사업 전후 교육과정의 성찰과 향후 운영 방향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그동안 지역어문학적 교육과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사업단 선정 이전까지의 대

학원 교과과정은 이론 위주의 교과목과 세부전공간 융합교과목과 학·석사연계 교육과정의 유기성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사업단의 아젠다와 연관된 기존 교과목 중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심화과정으로 설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사업단의 목표인 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와 국제화를

위해 공통 이수 교과목을 신설하여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운영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본

사업단은 향후 강의 평가와 그에 따른 환류 계획서 작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각종 연구윤리

교육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래 교내외 학과간의 연계가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교내·외 학과 간 학석사 및 석박사 공동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과과정 다양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1. BK플러스 사업 이전의 교육과정

 1) 이론 위주의 교과목 중심

 본 사업단이 속해 있는 학과의 현행 교육과정은 주로 한국어문학의 이론이나 연구사 중심의 강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연구사나 이론 중심의 강좌는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실용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교과목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문화어문

학 관련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개설·확대하여 기존의 교과목과 함께 운영하고자 했다.

 2) 세부전공 교과목 중심

 본 학과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의 세 하위 전공영역이 지나치게 독립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호간의 학문

적 이해와 연계가 부족한 편이었다. 타대학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와 마찬가지로 본 학과의 교육과정 역시 고전문학 전

공, 현대문학 전공, 국어학 전공으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학위과정 중 자신이 속한

전공과목만을 수강하게 된다. 물론 타 분야 전공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융합 교과목 정규 커리큘럼이 마

련되지 않아 자기 전공에로의 고립을 모면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문화어문학적 교육

방법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학부와 대학원의 분리 운영

 현행 대학원 교과목은 학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연관성을 가진 것이라고 여길 만한 교과목

간의 유기성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인력 양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4) 국어국문학의 고립적 교과과정

 BK플러스 사업 이전의 대학원 교과과정은 국문과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배타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교내외

학과 간 연계할 수 있는 공통 교과목이 부족하였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분야 및 주제에 따라 사학과, 철학과, 국악

학과, 한문학과, 고고인류학과 등 타 학과 대학원에 개설된 전공 수업을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학과 간 공통 교과목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융합적 시각에 입각하여 자신의 학문분야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3. BK플러스 사업 이후의 교육과정과 심화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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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어문학의 기반과 교육 환경 정비

 본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은 국내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전문학 전공, 현대문학 전공, 국어학 전공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영역의 전공강좌는 모두 89개로 국어국문학 연구에 필수적인 것을 빠짐없이 개설·운영

하고 있다. 분과별 전공강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고전문학 분야 : 26개 전공강좌

 -현대문학 분야 : 22개 전공강좌

 -국 어 학 분야 : 41개 전공강좌

 (1) 석사 교육과정의 교과목

 -공통 교과목 : <석사학위논문연구>

 -고전문학 분야

 :<문학연구방법론>, <한국시가운율론>, <고전시가작품론>, <고전소설작품론>, <향가및여요론>, <한국고전문학배경론>,

<한국설화문학론>, <시조및가사론>, <판소리계소설론>, <한국고전문학발달사연구>

 -현대문학 분야

 :<현대문학연구방법>, <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시작품연구>, <한국현대소설작품연구>, <한국현대문학비평사>, <한국

현대작가연구>, <한국현대희곡론>, <한국현대연극사>, <한국현대시사>

 -국어학 분야

 :<국어학연구방법론1>, <국어음성학연구>, <국어음운론연구1>, <국어형태론연구>, <국어통사론연구1>, <국어의미론연구

1>, <국어어휘론연구>, <국어사연구>, <언어학사연구>, <중세국어연구>, <현대국어연구>, <국어방언론연구1>, <국어자료

처리연구>, <국어사문헌연구>, <사회언어학연구>, <인지언어학연구>, <한국어문화론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2) 박사 교육과정의 교과목

 -공통 교과목 : <박사학위논문연구>

 -고전문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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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한국무가연구>, <한국고전문학제재연구>, <한국고전문학사연구>, <한국고전시가작가연구>, <한국고전소설작가연구

>, <한국구비문학연구>, <한국고전비평연구>, <한국고전소설연구>, <한국신화연구>, <한국고전소설사연구>

 -현대문학 분야

 :<한국현대시연구방법론>, <한국현대시사상연구>, <한국현대문학론특강>, <한국현대소설사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사

론>,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한국비교문학특강>, <한국현대희곡사연구>, <한국현대연극론연구>, <한국현대소설론특강

>, <한국현대문학사상연구>, <문화론연구>, <한국현대작가론특강>

 -국어학 분야

 :<국어학연구방법론2>, <일반언어학연구>, <국어음운론연구2>, <국어통사론연구2>, <국어의미론연구2>, <국어음운사연

구>, <국어형태사연구>, <국어어휘사연구>, <국어문법사연구>, <국어학사연구>, <고대국어연구>, <근대국어연구>, <국어

방언론연구2>, <화법이론연구>, <심리언어학연구>, <차자표기론연구>, <국어문자론연구>, <대조·비교언어학>, <한자음

및운서연구>, <국어정보학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국어정책론연구>, <사전편찬학연구>

 위의 교과는 그동안 이룩해 온 한국어문학의 정체성 내지 전문성과 관련된 것으로, 본 사업이 여기에 기반하여 문화론

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향후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내지 국

제화를 위한 교과목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은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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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어문학 교육 전문가 초빙

 본 사업단이 소속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2010년 '지역'과 '인문학'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어문학 분야 신규교수를 채용한 바 있다. 2010년 문화어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초

빙된 김덕호 교수는 언어문화 자원의 실용화 분야 전문가로서 부임 후 지금까지 <한국어문화론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

구>, <국어문화자원연구>, <국어정책론연구>, <사회언어학연구> 등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대학원생들을 육성하여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된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사업(2012~2014)’을 수행하면서 본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들의 실무 역량을 증진시켜 왔다. 향후 사

업에서도 한국어문학 전문가인 김덕호 교수의 교육, 연구, 사업의 영역은 더욱 심화되고 확산될 것이다.

 2)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와의 연관성

 최근 2년간의 사업에서는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관련성 높은 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다음에 제시한 과목들은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직접 관련된 기존의 교과목들인 바, 이를 정비하여 새롭게

교육함으로써 문화어문학에 대한 시각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지역 언어의 수집과 자료 처리, 분석 교육을 위한 교과목

 :<국어방언론연구1>, <국어방언론연구2>, <사회언어학연구>

 -지역 언어 자산의 실용화와 문화산업화 교육을 위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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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된 언어자료의 분석 및 질서화를 위한 교과목

 :<국어정보학연구>, <사전편찬학연구>

 -지역 언어 자산의 정책적 활용 모색을 위한 교과목

 :<국어정책론연구>

 -문학을 대상으로 한 문화론적 접근을 위한 교과목

 :<문화론연구>

 -세계의 지역문학으로서의 동아시아 근대문학 탐색을 위한 교과목

 :<한국비교문학특강>

 -문학이 생성된 당대의 문화와 배경 탐색을 위한 교과목

 :<한국고전문학배경론>

 -현장과 구술 어문학 자산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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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어문학의 특성화를 위한 석박사 공통교육과정 구축

 (1) 공통 이수 교과목의 신설 :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 체계 구축

 최근 2년간 사업에서는 세부 전공 간의 단절을 극복하면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공통 이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2014년 1학기 개설 신규 교과목: <문화어문학연구>, <영문학술논문작성법>

 -2014년 2학기 개설 신규 교과목: <영남지역어문학연구>

 -2015년 1학기 개설 신규 교과목: <문화어문학현장실습>, <한국어논문작성법>

 -2015년 2학기 개설 신규 교과목: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위에 제시된 문화어문학 관련 공통 이수 과목들은 2년을 주기로 개설되어 운영된다(<영문학술논문작성법> 및 <한국어논

문작성법> 매년 개설). 그리고 개설 교과목 가운데 대학원생의 융합적인 연구력과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어문

학현장실습>과 같은 교과목은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을 전공하는 교수의 팀티칭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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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의 아젠다와 유관한 석박사 공통 교과목들은 선후배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연대를 원활하게 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증진시켰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사업에는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여 체계와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 석사과정 신설 필수 교과목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을 위한 이론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이

다. 또한 한국어문학이 당면한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태도를 수립할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본 사업의 아젠다를 익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이기에 향후 사업에서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문화어문학현장실습>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현장과 문화 산업화 유관기관 등을 찾아가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거나, 문화산업 및 지역 어문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듣는 것을 목표로 운영해 온 교과목이다. 향후 사업에서도 이러

한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대학원생들이 아젠다와 유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박사과정 신설 필수 교과목

 -<영남지역어문학연구>

 영남지역 어문학이 지닌 의미와 가치의 이해를 목표로 운영한 교과목이다.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직결되는 내용을 강의

하고 연구하는 교과목이기에 향후 사업에서는 한국어문학의 내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구명하고 한국 문화 발전에

대한 시각을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한국어문학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 학습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이다. 대학원생들은 이 교과목을 통해 한국

어문학의 풍요로운 자산을 실용화시키는 안목을 길러 이론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는 이를 더욱 체계화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취업과도 직결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여

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석·박사공통교과목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학술지나 영문학술지에 투고할 논문 작성 방법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실제 이 교과목을 통

해 본 사업단의 참여 대학원생들이 국제학술지와 영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다. 향후 사업에서도 대학원생들

의 국제적인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어로 발표

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설된 교과목이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교과목

을 통해 한국어로 된 학술적 문장을 기술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유학생들의 연구력 증진으로 이어졌다

.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발표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2) 분야별 심화 교과목 운영: 문화어문학 연구 역량 강화

 문화어문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신설된 6개의 교과목 외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중 문화어문학 유관 과목을 심

화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이 신설 교과목과 심화교과목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

다. 교과목 담당교수들은 문화어문학의 기본 이론 탐색과 심화 연구가 가능하도록 상호 협조하여 교과목을 운영해 왔다.

향후 사업에서도 분야별 심화 과정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운영하여 대학원생들의 문화어문학 연구 역량을 더욱 심화시킬

계획이다.

 -문학 분야 심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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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가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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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 분야 심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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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사전편찬학연구>

 (3) 학·석사 연계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운영: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양성

 최근 2년간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문화어문학 분야 학·석사 연계 과목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과목

을 학부생들이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어문학 관련 학사과정 연계 교과목 수강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연구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

었고, 전공에 대한 전문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학.석사

연계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원방법 : 학·석사 연계과정 교과목 수강 학생 대학원 진학 시 연구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우선 선발

 -기대효과 : 우수대학원생 조기 확보, 취업률 제고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 지정(기존 8과목+신설 2과목)

 본 사업단은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방언학>을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으

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였다. 본 사업단 및 본 사업단 소속학과에서는 BK21플러스 사업 선정 이후 기존의 5개 교

과목 외에 문화어문학과 유관한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등 3개의 교과목을 추가로 연계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교과목 중 일부는 타 학과와 연계전공 과목으로 지정하여 사학과, 고고인

류학과, 사회학과 등에서 연계전공으로 수강을 할 수 있게 하여 타 학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에서도 본 사업의 아젠다와 직결된 <문화어문학 개설>, <한국어문화론> 등과 같은 교과목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4) 문화어문학 관련 다수의 교과목 확보

 본 대학원 교육과정 교과목은 기존 석·박사과정 교과목 89개 강좌에 6개 교과목을 신설하여 총 95개 강좌로 운영하고,

기존 교과목 중 15개 교과목을 문화어문학 심화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은

총 21개로 구성된다. 따라서 문화어문학관련된 교과목은 전체 교과목의 22%를 상회한다.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은 다음

과 같다.

 -문화어문학 공통 이수 교과목(4):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남지역어문학연구>, <한국어문학문화

콘텐츠개발>

 -문화어문학 공통 이수 교과목(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유학생 공통 이수 교과목(1): <유학생을위한한국어논문작성법>

 -문화어문학 심화 과정 교과목(15): <한국비교문학특강>, <문화론연구>, <한국고전문학배경론>, <판소리계소설론>, <한

국문학문헌연구>, <한국민요연구>, <한국무가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방언론연구>, <국어자료처리연구>, <국어사문

헌연구>, <한국어문화론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사전편찬학연구>

4)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계획

(1) 투(TWO)트랙 운영 체계 구축

㉮ 학·석사 연계 전공을 통한 실무 인력 양성 과정 운영

 본 사업단이 소속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에

이어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의 유기적 연계와 우수 대학원생 조기 확보를 위해 학부-석사과정 연계 교과목을 지

정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연 2회 학부생 대상 BK21플러스 사업 설명회 개최

 -학부.대학원 연계 문화어문학 교과목 선정

 -학부.대학원 공동 세미나 지원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 졸업논문 지도

 -대학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무 인턴 과정 추천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BK21플러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서는 사업단의 아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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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BK21플러스 사업 및 대학원에 대한 학부생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

한 학·석사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과정에서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스토리텔링의 세

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방언학>을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문화어문학 개

설>, <한국어문화론>을 문화어문학 학석사 연계 교과목으로 신규 개설하고, 연계 교과목 수강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에는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대학원생 공동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해마

다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조사 및 세미나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학부생이 제출한 졸업논문 주제에 따라 졸업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졸업논문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은 학부생의 학술 역량 제고와 대학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학·석사 연계 과정을 마친 학생은 대학 본부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무 인턴과정을 거치게 한 후 유관 기업체와 문

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공에 대한 전문능력

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석·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과정 운영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필수적으로 지정된 교과목과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학위논문연구> 수업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문화어문학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작성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교과목: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남지역어문학연구>,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영문학술

논문작성법>, <한국어논문작성법>

(2)《공동지도교수제》적극 활용: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육성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이 소속된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전공간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전공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했다. 《공동지도교수제》는 본교 학위수여 규정 36조 ②항에 “학과장은 1.

협동연구 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이 대학교 교원 1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연구원 1인을 추

천한 경우나, 2. 국가인정 자격증 취득 또는 국가정책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2인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

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본교 학위수여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에 대해 핵심 전공을 지

도하는 책임지도교수와 논문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전공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함으로써, 융합적 방법을 살린

창의적 논문이 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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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공동지도교수가 된다. 공동지도교수는 영남지역 방언의 언어학적 특징을 고려한 민요 분석을 통해 영남지역 민요

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명하는 논문이 되도록 지도한다. 하회탈춤의 연행성(演行性)을 연구하는 현대문학 분야의 대학

원생의 경우, 희곡 전공 교수가 지도교수가 되고 탈춤대사의 구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어학 전공교수가 공동지도교

수가 된다.

 -고전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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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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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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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논문 주제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면, 학과에서는 논문 주제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선

정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6명의 대학원생이 연구 주제에 따라 공동 지도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기 ‘영남지역 필사본 고전 소설 연구’를 위해 고전문학과 국어학 전공 교수의 공동 지도를 받고 있으며, ‘20세기

초반 만주 이주 영남 출신 지식인의 한시 연구’를 위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의 공동 지도를 받고 있다. 또한

‘유학 사상에 기반한 현대시 연구’를 위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전공 교수의 공동 지도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공동지도교수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고, 대상 대

학원생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4. 교내외 학과 간 공통 교과목 개발 및 교과과정 다양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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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학부 교과과정에는 2개 이상의 학과(부/전공)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계전공’ 제도가 있다.

본 사업단이 소속된 국어국문학과는 사학과의 ‘역사문화콘텐츠개발전공’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어문학 자산의 콘

텐츠 개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역사문화콘텐츠개발전공’에는 국어국문학과뿐만 아니라 사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전공에서 개설된 연계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미술사1>, <서양미술사1>, <동양미술사>, <미술과 현장>, <디지털미디어아트>, <스토리텔링의 세계>, <문화와 상

징>, <한국전통 이미지의 현대적 표현>, <전쟁과 인간>, <역사와 픽션>, <삼국유사의 세계>, <중국사개설>, <한국고전문

학사>, <영상문학론>, <방언학>, <음악감상법1>, <음악감상법2>, <현대음악론2>, <디자인과 문화>의 19개 과목이 있다.

이 중에서 본 학과는 <스토리텔링의 세계(교양)>, <한국고전문학사(전공)>, <영상문학론(전공)>, <방언학(전공)>을 담당

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다른 학과의 전공강좌를 수강하는 데서 나아가 학과 간 공통 교과목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융합적 시

각에 입각하여 자신의 학문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는 본교 대학원 사학과와의 공통 교과목 개발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인접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공통 교과목 개발을 확대하면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학·석사 연계과정 교과목 중 타 학과와의 연계전공 확대 예정

  : 본 학과에서는 기존의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방언학>을 학·석사 연계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문화어문학 개설>,

<한국어문화론> 등을 추가로 개설하여 연계 교과목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본교 사학과 대학원과의 공통 교과목 개발 추진

  :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남문화연구방법론-전통문학과 역사자료>

 5. 강의평가 환류 실적과 향후 계획

 1) 개설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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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강의평가 결과가 교육방법 혁신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강의평가의 환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강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강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

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설 과목 전체에 대한 온라인 강의평가 실시 및 결과 온라인 공개

 -학생의 성적 확인을 위한 필수조항으로서 강의평가제 강제 시행

 -강의평가 실시 비율 100%

 2)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의 강의 평가 및 환류 확대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의평가 환류 시

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본 사업단이 2015년 1학기까지 개설한 <문화어문학연구>와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영남지

역어문학연구>, <한국어논문작성법>, <문화어문학현장실습>에 대해 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평가 외에 사업단에서 자체적

으로 강의평가와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담당교수가 강의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강의 환류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강의 환류 계획서를 사업단 홈페이지(http://webbuild.knu.ac.kr/~bk21ync/)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강의평가를 통해 향후 개설 예정인 동일 교과목의 강의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통해 교과목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이러한 교과목 운영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인재 양

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어문학관련교과목사업단 자체 강의평가실시

 -강의평가 결과 사업단 홈페이지 공개(http://webbuild.knu.ac.kr/~bk21ync/)

 -강의 개선 점검을 위한 강의중간평가 실시

 -중간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강의 운영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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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에서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교수가 환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교과목 개설 시 반영하도록 한다.

최근 2년간 강의 환류 계획서를 제출한 교과목은 <문화어문학연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

문학술논문작성법>, <한국어논문작성법> 등이고, 향후 사업단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관련 교과목에 해당되는 모든 강좌

로 환류 계획서 작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문화어문학연구> 환류 계획서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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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목명: 문화어문학연구

 2. 담당 교수: 정우락

 3. 강의목적:

 본 강좌는 한국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의미하는 ‘문화어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본 강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 내지 어문학에 대한 위기적 상황 인식

  2)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 단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배경

  4)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모색

 4. 평가:

  문화어문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장점:

  1) 전공이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상호 소통

  2)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문화이론을 폭넓게 섭렵

  3) 강의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의 활성화

  단점:

  1) 전공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시간이 부족함

  2) 새로운 수업 모델로 인해 수업 적응에 다소의 시간이 걸림

  3) 각자의 논문 발표에는 수업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5.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1) 전공 내적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도

  2) 전문가 초정 특강을 개최하여, 이를 자신의 전공과 결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3) 강의 홈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어문학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게 함

  4) 다양한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이를 스스로 읽어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5) 전공 내적 소통, 여타 학문 분과와의 소통이라는 본 과목의 성격을 더욱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개방적

사유를 갖도록 유도함

  6) 학기 후반에 개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이때 발표 논문에 수업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전문 학술지에 실을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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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지역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환류 계획서(【별첨1】)

 6. 우수 강의 동영상 공개 실적과 활성화 계획

 본 사업단에서는 2015년부터 우수 강의 동영상 온라인 공개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어문학현장실습> 동영상을 공

개하고 있다((http://webbuild.knu.ac.kr/~bk21ync/bbs/zboard.php?id=vedio). 강의 동영상은 현장 탐방 및 실습을 통한

문화적 시야의 확대 가능성과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적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사업에서는 강의 동영상

온라인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어문학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생 및 타 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어문학 이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7. 연구윤리 교육과 논문 작성법 교과목 운영 계획

 1) 연구윤리 규정의 교육 계획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 2회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규정 안

내서》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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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논문작성법 수업에서의 연구윤리 교육 실시

 : <학위논문연구> 수업을 ‘연구윤리 교육’과 ‘논문 작성법’으로 구성

 -《연구윤리규정 안내서》제작 및 안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어 모든 대학원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배포

 -연 2회 사업단 연구윤리 교육 실시(학기별 1회)

 :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인문학 연구의 윤리’ 등의 주제로 교육 실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

 :대학에서 주최하는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프로그램 이수(3시간 수강 후 수료증 발급)

 * 연구윤리규정 안내서(【별첨2】)

 2) 연구윤리 교육을 포함한 논문작성법 지도 계획

 본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논문연구>와 <박사학위논문연구>를 각각 3학점으로 개설하여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및 학술

지 논문 작성법을 지도하고 있다. <학위논문연구>의 한 학기 강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

서는 반드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후반부에서는 전공 및 연구 주제에 따라 실질적인 논문 작성법을 지도하도록 한

다. 향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포함한 논문작성법을 지도할 계획이다.

 3) 국제화를 위한 논문작성 교과목 운영 계획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세미나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세미나'를 2014년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매년 1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학술지나 영문학술지에 논문을투고

할 수 있도록 영문학술논문 작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이 강좌는 영문학술논문 작성 능력

배양 및 국제적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에 목적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2)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이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능력을 배양하여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강좌 또한

<영문학술논문작성법>과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능력 배양 및 유학생들의 국제적 연구 윤리의식의 제고

에 목적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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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대비 실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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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지금까지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여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를 심화 확대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어문학 교과과정에 의해 구축된 교과목 운영을 개선하고 , <스토리텔링의 세계>와 <한국어

문화론> 같은 교내외 학과 간 공동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였다 . 또한 국내외 학생의 논문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문학술논문작성법> , <한국어논문작성법>을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 .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개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강화하고 , 강의 평가에 의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어문학 관련 강의 동영상을 사업단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

였다 .

이와 함께 본 사업단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학 · 석사 연계 전공을 통한 실무 인력

양성 과정 '과 '석 ·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과정 '의 투( Two) 트랙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

으며 , 학과 내 '공동지도교수제 '를 운영함으로써 융 · 복합의 창의적 인재 양성에 노력하였다 .

1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성과

1) 교육과정 구성 실적

(1) 문화어문학의 특성화를 위한 석박사 공통 교육과정 운영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전공 영역 위주의 교육과정을 개편

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① 문화어문학 관련 필수 교과목

과정 교과목명 학점 내용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3
문화어문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 한국어문학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을 위한 이론 탐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3
문화어문학 관련 현장 및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현

장 학습 및 조사

박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3
지역어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 한국어문학

의 내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구명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3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 학습과 실

습 및 실무 능력 배양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2
국제학술지나 영문 학술지 논문 제출을 위한 영문

학술논문 작성 능력 배양

한국어논문작성법 2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 배양

②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 및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의 기존 교과목 중 문화어문학 유관 과목을 심화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참여대

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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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과 상호 협조를 통해 분야별 심화 교과목 운영

- 문화어문학 이론 탐색을 위한 대학원 심화 교과목 강의 편성

문학분야 심화교과목

<한국비교문학특강> , <문화론연구> , <한국고전문학배경론> , <판소리계

소설론>, <한국문학문헌연구>, <한국민요연구>, <한국무가연구>, <한

국구비문학연구>

국어학분야 심화교과목
<방언론연구> , <국어자료처리연구> , <국어사문헌연구> , <한국어문화론

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사전편찬학연구>

③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학 · 석사 연계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문화어문학 분야 '학 · 석사 연계 문화어

문학 관련 교과목 '으로 편성하여 문화어문학에 대한 학부 학생들의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 이를 통해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 이를 위해 각 과목 담당교수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강의 운영을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 또한 기존의 교과목만이 아닌 2017년 2학기에는 학

제 간 융합과정으로 <한국어문화론>(담당교수 김덕호)를 개설하여 연계 교과목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

-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

기존 연계 교과목
<비교문학> ,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 <한글문헌의 이해> , <방

언학>, <스토리텔링의 세계> , <한국고전문학사> , <영상문학론>

신설 교과목 `2017년 2학기 융합과정 <한국어문화론> 신설

- 문화어문학에 대한 학부생들의 이해력 증진을 위한 연계 교과목 운영

- 학부과정 지정 연계 교과목 수강생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

④ 최근 2년간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과목의 특성상 학

제 간 교과 운영이 필요한 과목은 국어학 담당교수와 문학 담당교수의 팀티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융합적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였다 .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

인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어논문작성법>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

가고 있으며 , 내국인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영문 논문 작성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영문학술논문작

성법> 또한 개설 운영하고 있다 .

- 2016년 1학기 <문화어문학연구> 개설(담당교수 정우락)

- 2016년 1학기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담당교수 박지애 , 오선영)

- 2016년 2학기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개설(담당교수 정우락)

- 2016년 2학기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담당교수 브랜 윤화)

- 2017년 1학기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개설(담당교수 박지애 , 홍미주)

- 2017년 1학기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담당교수 최준 · 배지연)

- 2017년 2학기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개설(담당교수 이정숙)

- 2017년 2학기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담당교수(담당교수 브랜 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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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내외 학과 간 공통 교과목 개발 및 교과과정 다양화 실적

본 사업단의 국어국문학과는 지금까지 사학과의 '역사문화콘텐츠개발전공 ' 교과과정에 참여하여 한국

어문학 자산의 문화콘텐츠화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 전공에는 국어국문학과 ,

사학과 , 미술학과 , 음악학과 등이 참여하여 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

고 있다 .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기존의 전공과목 중 <한국고전문학사> , <영상문학론> , <방언학>을 담당

하고 , 교양과목 중에는 <스토리텔링의 세계>를 개설하여 담당 운영하여 왔으며 , 지속적으로 교내 학과

간 공통 교과목 운영 및 커리큘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최근에는 2017년 2학기에 융합과

정으로 <한국어문화론>을 신설하여 연계 교과목을 확대하고 있다 .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

이며 , 대학원 과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2 . 교육과정 운영 개선 실적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1) 본 사업단 개설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본 사업단 소속 대학에서는 개설 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그 결과를 학생들

및 외부에 공개하고 , 이를 통해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본 사업단의 운영 과목

및 연계 과목 또한 대학의 강의평가 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더해 본 사

업단의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은 모두 자체 중간 강의평가와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 이를 통해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 개설 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

- 학생의 성적 확인을 위한 필수조항으로서 강의평가제 강제 시행

- 강의평가 실시 비율 100% 유지

(2)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실적

본 사업단에 의해 개설된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강의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대상 과목은 <문화어문학연구> , <영문학술논문작성

법> , <영남지역어문학연구>, <한국어논문작성법> , <문화어문학현장실습>, <한국어문화콘텐츠개발>이며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운영 방법은 먼저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중간 강의평가와 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 강의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교수가 강의평가 환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작성한 강의평

가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강의 수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학기말

이후에는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서 강의평가 결과와 강의평가 환류 보고서를 통해 교과목의 강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 그 결과가 향후 개설 교과목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금까

지 실시된 이러한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은 교과목 운영의 내실화와 사업단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교과 운영 개선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사업단 자체 강의평가 실시(한 학기 2회 강의평가 실시)

- 강의평가 결과 사업단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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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중간평가 실시 후 결과 반영을 통한 강의 운영 내실화

- 기말 강의평가 실시 후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담당교수의 강의평가 환류 보고서 작성

- 강의평가 결과 및 강의평가 환류보고서를 통해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강의 점검 및 개선 방향 조치

◇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환류 보고서(2016년도~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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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1학기

1 . 과목명 : 문화어문학연구

2 . 담당 교수 : 정우락

3 . 강의목적 :

본 강좌는 한국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의미하는 '문화어문학 '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른 본 강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인문학 내지 어문학에 대한 위기적 상황 인식

2)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 단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배경

4)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모색

4 . 평가 :

문화어문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

장점

1) 전공이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상호 소통과 융합적 연구

2)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문화이론을 폭넓게 섭렵

3) 문화어문학 이론에 대한 구체적 접근

단점

1) 생소한 문화이론 이해 및 적용의 어려움

2) 새로운 수업 모델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3) 타 전공 논문 발표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

5 . 환류 :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1) 타 전공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유도

2) 홈페이지를 활용한 발표와 토론의 시스템화

4) 수업 준비 과정의 정례화

5) 개인의 논문 발표 주제 선정에 있어 문화어문학 이론의 적극적 적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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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2학기

1 . 과목명 : 영남지역어문학연구

2 . 담당 교수 : 김덕호

32-384



3 . 강의목적 :

본 강좌에서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우리말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어문학 콘텐츠와

연구 및 창작 방법론을 탐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 문화어문학 콘텐츠의 발굴과 창조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영남 지역 문화와 어문학

콘텐츠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 이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 이에 따른

본 강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인문학 내지 어문학에 대한 위기적 상황 인식

2) 영남지역어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관성을 규명

3) 영남지역어문학을 문화콘텐츠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

4 . 평가 :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강좌에 대한 평가 결과 장단점이 모두 지적됨

장점

1) 문화어문학과 관련하여 각 분과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 문화콘텐츠 창출을 한 실제 사

례를 통해서 이론과 실제 적용의 조합과 괴리 부분에 대해 이해함

2) 언어학의 연구대상인 언어의 문화적인 접근 방법론을 이해함

3) 어문학을 주요 소재로 한 실제적인 문화콘텐츠를 현장 답사를 통해 이해함

단점

1) 수강학생이 국어학 전공자로 구성되어서 다른 분야 간의 상호 소통할 기회가 부족함

2) 전공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시간이 부족함

3) 현장 실습이 강의의 말미에 이루어져서 체험 학습의 폭을 넓힐 기회가 부족함

5 . 환류 :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1) 다양한 참고 문헌과 자료를 제시하여 , 이를 스스로 읽어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2) 전공에 대한 문화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에 문화 적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

도

3) 현장 실습에서 해당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하고 , 이를 자신의 전공과 결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4) 어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발문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심층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함

5) 서로 다른 전공 간의 내적 소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 개방적 사유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향후 다른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

6) 개인 발제 내용에 수업 목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언하고 , 이를 학술지에 실을 수 있도록 유

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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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1학기

1 . 과목명 : 문화어문학현장실습

2 . 담당 교수 : 박지애 , 홍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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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의목적 :

본 강좌는 '문화어문학 '과 관련된 현장과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

화어문학 연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설하였다 .

1) 영남권 내 '문화어문학 '과 관련된 문화 현장 발굴 및 방문 답사

2) 문화산업화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학문적 연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영되는지 체험

3)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수집한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도록 실습

4 . 평가 :

문화어문학에 대한 중간 및 기말 평가 결과 ,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

장점

1)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과 조사

2) 문학 작품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한 실질적 이해 증진

3) 타 전공과의 학술적 교류 및 토론에 의한 다양한 연구 시각 확보

단점

1) 현장실습 및 현장조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여 실습의 효율성이 떨어짐

2) 현장 실습을 활용하여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부족

3) 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움 , 다양한 강연이나 현장조사로 보완

5 . 환류 :

1) 연구 방법론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도모

2)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사전 이해 보완

3) 실습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시간 부여

4) 팀티칭의 수월성을 위해 담당 교수의 상시적 논의 체계 강화

5) 현장 조사 및 실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더욱 체계화하여 교육

7) 수업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문학 및 어학 관련 답사 추진

8) 전공 간 균형에 맞는 현장 실습 및 현장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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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2학기

1 . 과목명 :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2 . 담당 교수 : 이정숙

3 . 강의목적 :

1) 문화콘텐츠에 대한 주요 이론과 특성을 학습한다 .

2) 문화콘텐츠 사례를 통해 성공하는 문화콘텐츠의 요건과 문화콘텐츠 개발 과정을 이해한다 .

3)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서를 완성한다 .

4 . 평가 :

과목에 대한 중간 및 기말 평가 결과 ,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

장점

1) 실제적으로 문화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과정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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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론 수업보다는 사례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어 실용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됨

3) 전공 지식을 다른 콘텐츠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 논의

단점

1) 수업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수업과 달라 생소함 .

2) 문화콘텐츠 관련 발표의 내실화가 필요

3)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토론 시간의 적절성 필요

5 . 환류 :

1) 발표와 토론 시간 확보를 위해 수업 구성에 있어서의 체계성 보완

2) 이론 수업 강화와 적용 사례 분석을 구체화하여 수업의 내실화

3)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선수 학습 기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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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단 우수 강의 동영상 온라인 공개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의 강의 동영상을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

다 . (h t t p://bk21ync.org/) 문화어문학 강의 동영상 공개를 통해 사업단 참여인력 외에도 누구나 사업

단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재 공개되어 있는 <문화어문학현

장실습> 강의 동영상은 현장 탐방 및 실습을 통해 문화어문학의 실용화 가능성과 연구방법으로서의 적

용 사례를 담고 있고 ,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 현장 조사에 대한 수강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라

할 수 있다 . 향후 이러한 동영상 강의 게시를 홈페이지 용량에 맞추어 더 많이 게시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사업단 아젠다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

3) 투(Tow) 트랙 운영 체계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투( Two) 트랙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학․석사연계과정 '을 통해서는 '문화어문학 실

무 인력 '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 '석 · 박사 전문 과정 '을 통해서는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을 양성

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학부와 대학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 대학원에 진

학한 학생들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석 · 박사 문화어문학 연

구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들의 연구 수월성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사업단이 시행한 투( Two)트랙 운영과 과련 한 구체적인 실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석사 연계 전공을 통한 실무인력 양성 과정 운영

① 연 2회 학부생 대상 BK21플러스 사업 설명회 개최

본 사업단에서는 국어국문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BK21플러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하고 있다 . 설명회에서는 사업단의 아젠다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BK21플러스 사

업 및 대학원에 대한 학부생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 이를 통해 학 · 석사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② 학부 · 대학원 연계 문화어문학 교과목 운영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교육과정 체계 상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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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그러나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의 유기적 연계와 우수 대학원생 조기 확보를 위해 학부-

석사과정 연계 교과목을 지정하고 , 학부생들의 연계 교과목 이수를 통해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술적

역량과 문화어문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학부 과정 연계 교과목에는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 <한글문헌의 이해> , <방언학> , <스토리텔링의 세계> ,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을 문화어문학 연계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 연계 과정을 이수한

학부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2017

년 2학기에는 <한국어문화론>을 융합과정으로 신규 개설하여 학부 · 대학원 연계 문화어문학 교과목을

확대하였다 .

③ 학부 · 대학원 공동 세미나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연 1회 학부 · 대학원 공동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2016년에는 10월 6

일(목)에 '학부 및 대학원 세미나 '를 개최하여 국어학 및 고전문학 관련 학부 및 대학원 공동 학술 논

문을 발표하였다 . 또한 2017년에는 10월 12일(목)에 '학부 및 대학원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 이와 같

이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학부 · 대학원 연계를 강화하고 , 학

생들의 학술 능력과 문화어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④ 참여교수의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 졸업논문 지도

본 사업단의 소속 학과인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학부 졸업 규정에 의해 졸업논문을 제출받고 관련 전공

교수들의 지도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 그 중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이러

한 논문 지도에 있어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 졸업논문 지도와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러

한 지속적 노력 결과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대한 학부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 대학원 진

학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⑤ 대학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무 인턴 과정 추천

본 사업단에서는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졸업한 학생을 대학 본부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무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한 후 , 학생이 유관 기업체와 문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은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 전공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문화어문학 관련 기업 및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

최근 2018년 국립국어원 학예보조연구원으로 취업한 석사 졸업 학생은 사전학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실무 감각을 익힌 것이 취업에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 현재 본 사업단에서는 유관 기

관과의 학술용역사업 및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 참여대학원생들 중에는 이러한 사업에서 다양

한 현장 실무를 익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 향후에는 이러한 현장 실무 인턴 과정을 확대하여 참여대

학원생의 취업률을 올리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석 ·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학 · 석사 연계 과정을 졸업한 이후 실무 인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마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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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석 ·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먼저 참여대학원생들 중 전문 연구 인력을 지향하는 참여대학원생을 위해

개인별 연구 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해 월 1회의 사업단 자체 전공별 집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사업단 자체 총 연 6회의 전공별 학술대회 및 연 1회의 국내전국학술대회 ,

연 1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②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작성 지도를 위해 정규 교과목을 통한 시스

템 구축에도 노력을 해 왔다 . 전문 연구 인력을 지향하는 참여대학원생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문화어문학 필수 교과목 <문화어문학연구>, <영문학술논문작성법> , <영남지역어문학연구>, <한국어논

문작성법> , <문화어문학현장실습> , <한국어문화콘텐츠개발>을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학원 교과목

중 문화어문학 심화과정 교과목을 함께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석 · 박사 과

정 중 각 1회 이상 <학위논문연구>(3학점) 교과목을 수강하여 연구 윤리 교육 및 학위논문 작성과 학

술논문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

4) 학과 내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 융 · 복합 전문 인력

양성에 매진해왔다 .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참여대학원생 중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논문의 완성도 및 연구 결과의 정합성을 위해 타 전공 교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동지도교수제>를 적극 활용하였다 .

- 고전문학 전공 대학원생

:고전문학 전공 지도교수 1인 / 논문 주제 관련 국어학 혹은 현대문학 전공 공동 지도교수1인

- 현대문학 전공 대학원생

:현대문학 전공 지도교수 1인 / 논문 주제 관련 국어학 혹은 고전문학 전공 공동 지도교수1인

-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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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간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실적

연도 <공동지도교수제> 참여 대학원생 인원

2016 3명(박사과정 3명)

2017 6명(석사과정 2명 , 박사과정 4명)

2016년 2월에 제출된 '백하일기(白下日記)의 서술방식과 그 문학적 성격 '이라는 석사논문은 '20세기

초반 만주 이주 영남 출신 지식인의 한시 연구 '라는 논제를 잡은 고전문학 석사 대학원생이 고전문학

지도교수와 현대문학 지도교수의 공동 지도를 받고 제출된 석사 논문이다 . 이 논문은 20세기 초반 근

대와 전근대가 공존하는 시공간 속에서 창출된 한시를 연구하는 데 있어 , 현대문학 전공 교수의 지도

가 논문의 완성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이외에도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 중에는 <공동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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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학위논문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 향후에는 이러한 <공동지도교수제>를 통해 학제 간 연

구의 범위를 넓히고 학위논문의 수준을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 .

3 . 논문 작성법 강의 및 운영과 연구윤리 교육 및 운영 실적

1)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작성법 강좌 개설 : 연구 윤리 교육 규정 준수 및 체계적인 논문 작성법 지

도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논문연구>와 <박사학위논문연구>를 각각 3학점으로 개설하여

지도 교수들이 지도 학생들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작성법 , 그리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개

별 지도하고 있다 .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한 학기 평균 5개 강좌가 개설되어 모든 대학원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소양과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 또한 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

는 참여교수들의 과목에는 반드시 3~4주간의 연구 윤리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

- 석박사 과정에 따른 맞춤형 <학위논문연구> 강좌 개설 및 논문 작성 능력 배양

- <학위논문연구>를 통한 강화된 연구 윤리 교육 실시

2) 국제적 수준의 논문 작성을 위한 교과목 개설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

본 사업단에서는 2014년부터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을 대학원 교과목에 편성하여 매년 2학기에 1회에

걸쳐 석박사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원어민 교수(브랜 윤화)를 강의 담당교수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본 강의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영어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 실질적으로 국제학술지나 영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또한 매 학기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통해 강의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을 대학원 석박사 공통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년 1회 개설

- 영어교육 전공 원어민 교수를 담당교수로 지정하여 영어 강의로 강의 운영

-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강의의 질 개선 노력

(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국어논문작성법>은 매년 1학기에 대학원 석박사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 이

러한 강좌 개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원 과정 이수에 도움을 주고 , 향후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을 대학원 석박사 공통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매년 1회 개설

- 문학 및 국어학 전공 교수를 강의 담당 교수로 지정하여 융합적 논문지도가 가능하도록 운영

(3) 연구윤리 교육 실시 실적

본 대학원에서는 기존에 연구윤리를 포함한 <학위논문연구> 강좌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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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어국문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은 모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각각 1회 이상 이수하게 되며 이

또한 본 사업단은 매년 1학기 및 2학기 참여대학원생 선발 이후 각 5월 및 11월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을 개최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사업단 아젠다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

리규정안내서> 및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2015.12 .18. )를 통해 연구윤리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소양을 갖추게 된다 .

이 외에도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에 대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사업단 소속 대학의 연구 윤리 프로그램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학위논문 제출 시 대학

내 '표절 검증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제출 논문의 표절 지수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 학위논문 심사

대상자들이 심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

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 및 대학 자체 연구윤리프로그램 , 그리고 연구윤리 관련

자체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 <학위논문연구>를 통한 연구 윤리 교육 실시 :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각 1회 이상 이수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규정안내서>(별첨1) 교육 및 배포

- 연 2회 이상 사업단 자체 연구 윤리 교육 실시 (학기별 1회) : 1학기 및 2학기 참여대학원생 선발

이후 5월 및 11월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개최(별첨2)

- 학위논문 제출 시 표절 검증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자체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에 대한 객

관적 지수를 확보하여 제출 의무화

- 학위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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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연구윤리규정안내서

1) 연구 부정행위( resea rchm isconduc t )가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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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졸업논문 ,2006년황우석교수사건 .

2)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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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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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관련이 있음 .

3) 연구윤리의범위와쟁점

- keywo rd는 진실성( i n teg r i ty) .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연구윤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 진실성⊃절차적투명성&내용적객관성 .

- 진실성≒책임 있는 연구수행( respons ib l econduc tof resea rch ,RCR)[USA], 바람직한 연구실천

( good resea rchp ract i ce,GRP)[유럽]

4) 연구수행 과정의 부정행위

- 의도적인 속임수 , 부주의 , 자기기만(sel f-decept i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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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혹은 이론의 위조 , 변조 , 표절( f ab r i ca t i on , f a l s i f i ca t i on&p l agi ar i sm,FFP) .

-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Of f i ceofSci enceandTechnol ogyPol i cy,OSTP)의 1999년 FFP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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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②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 , 또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바꾸거

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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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 결과 출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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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 autho rshi p)를 허용하고 실질적

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를 정함으로써 공로(c redi t )를 합당하게 배분해야 함 .

-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 , 즉 ‘ 명예저자표시 ’

( honoraryautho rshi p)가 근절되어야 함 . 또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에

대해 정당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며 ,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중복해서 발표하여 연구업적을 부풀리

는 중복게재(dup l i ca tepubl i cat i on)를 피해야함 .

6) 인문학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주제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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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따라서 인문학에서 표절의 문제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분명한 표

절의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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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표절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인문학 내부에서조차 각 분과학문별로 표절

의 정의를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해 낼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ex)인용 ,

표절 , 상식의 내용과 범위

7) 연구윤리 제도화에 관한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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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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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사건들이발생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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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작용했음 .

- 2007년 2월 8일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로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을 공포했음 .

8)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윤리

-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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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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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③ 이와는 별도로 ,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논문 발표 단계에까지 간접적이지만 그 연구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만함 .

-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및 해석 .

① 올바른 데이터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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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통계처리

③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흔히일어나는 오류의 바른 처리

-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근절

9)표절

- 표절(剽竊-도둑질하다 , 훔치다) , p l ag i ar i sm(←p l agi arus[납치자] ,p l agi a i re[훔치다])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훔

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 ' ( b ra inch i l 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절도 '로 규정됨 .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2009.9) :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cf . 저작권(copyr ight )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

자에게 부여한 권리 .

10) 표절의 유형

①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경우 : 텍스트 표절 , 구조 표절 , 말 바꿔쓰기 표절 , 모자이크 표절

②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③ 중복 게재 :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

한 독자층을 상대로 다시 출판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함

④부당한 저자 자격

11) 중복 게재

- 중복 게재( redundant pub l i ca t i on) :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

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로 표절처럼 연구부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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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표절(sel f p l ag i ar i sm)

- 중복 게재 또는 이중 게재( dup l i ca te pub l i ca t i on)

- 논문 쪼개기(Sa l am i s l i c i ng pub l i ca t i on)

- 논문 덧붙이기( I ma l as pub l i ca t i on)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중복 게재 정의 :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

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

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12) 올바른 인용

- 인용의 의미와 목적

①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② 공통되거나 상반된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③ 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 종류 : 직접 인용 & 간접 인용

- 인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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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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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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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급적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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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됨 .

13) 말 바꿔 쓰기를 위한 제언

- 말 바꿔 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① 주의 깊게 꼼꼼히 읽는다 .

②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

③ 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

④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

⑤ 나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

- 말 바꿔 쓰기의 기본 원칙

① 원전과 비슷한 어휘 수를 유지한다 .

② 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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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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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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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운영내규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본대학원 '이라 한다) 국어국문학과 학칙의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제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있을경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

출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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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수강신청초안지 '에 지도교수의 학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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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학기당이수학점) ①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 전학기 성

적 평점평균이 4 .0 이상인자는 3학점 이내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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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학점인정)①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 일치자 중 학칙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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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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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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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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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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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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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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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9학점 , 박사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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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논문연구는 입학 첫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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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연구윤리 교육에 참가한다 .

③논문연구 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

제3장 입학전형

제6조(전형방법) ①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같다 .

1 .필답시험

가 . 전공과목(논문) :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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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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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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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필답시험

가 .전공과목(논문) :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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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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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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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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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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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기준으로한다 . 다만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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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구분한다 . 다만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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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확정 발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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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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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②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학점 2/3 이상 이수해야 하며 , 교과목 학점은 석사과정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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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 평점평균 2 .7 이상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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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종합시험은 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며 , 1학기에는 3월 중에 , 2학기에는 9월 중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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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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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석사과정은 1학기를 마치고 , 박사과정은 등록과 동시에 배정한다 . 또한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

우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②지도교수의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가 .학생의 교과이수(수강) 지도

나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 지도

다 .학위취득을 위한 수료생 등록 시 추천

라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 시 추천

제12조(논문계획서) 3학기(조기졸업자의 경우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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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제1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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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대학원장에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자

2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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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심사용 논문(석사3부 ,박사5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④예비발표는 필요 시 전공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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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14조(논문체제)

①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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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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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문 인쇄는 반드시 양면인쇄이어야하고 얇은 논문도 단면인쇄는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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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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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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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하되 , 외국어 초록의 작성 내용을 심사위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6 .학위논문의표지 , 내표지(인준서) , 등표지 및 초록의 형식과 규격은 '대학원학위논문규격예시 '를 참

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

7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와 내표지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

②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15조(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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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촉한다 .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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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⑥심사위원장은 학생의 연구윤리 준수 확인과 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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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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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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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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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포함하여 소정부수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학위수여)①학위수여사정은 교과목 이수여부 , 취득학점 이수여부 , 평점평균 3 .0 이상 취득 ,종

합시험 합격여부 ,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여부를 본 학과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에서 사정한다 .

②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

제5장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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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한다 .

1 .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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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학위논문을 위해 논문 지도를 받는 학기에는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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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여야한다 . 다만 , 미등록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미납된 연구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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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연구등록기간은 논문 제출 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장 내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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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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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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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대학원생 안내 매뉴얼(입학에서 졸업까지)

▷1년차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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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은 추가 등록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경우 합

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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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 .kosaf .go .kr )으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학팀950-6061)

▶수강신청

▶수강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h t t p://yes.knu.ac .k r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홈페이지

( h t t p://sugang .knu .ac.kr )로신청(학사안내 수강신청 참조)

☞신입생은 임시학번 부여(대문자 S+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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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

▷1년차 3월

▶1학기 개강 :제1학기 개강(3 .4) 전에 수업시간과 강의실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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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합니다 .

▶신입생 학생증 발급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h t t p://yes.knu.ac .k r ) 신청후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합니

다 .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 반드시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지도교수의 위촉 :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학사 안내

지도교수의 위촉 및 교체 참조)

▷1년차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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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 , 지도교수 및 학생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사 안내의 지도교수의 위촉 및 교재 참조)

▶중간고사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1년차 5월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3/4까지가능

▶개교기념일 :5.28

▷1년차 6월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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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합니다 .

▶하계휴가

▷1년차 7월

▶복학원접수 : 2학기 복학이 가능하며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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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8월

▶수강신청

▶2학기 재학생등록

▶등록금 분할 납부 : 등록 기간 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단 , 분

할납부 신청자는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1년차 9월

▶제2학기 개강

▷1년차 10월

▶중간고사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1년차 11월

▶질병휴학 신청 :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1년차 12월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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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합니다 .

▶동계휴가

▷2년차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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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을 수시

로 학과사무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학과별 면제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수강신청 : 1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학기 재학생 등록

▷2년차 3월

▶1학기 개강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접수 : 취득학점이 석사과정 18학점 , 박사과정 24학점 , 평점 2.70 이상

인 석․박사과정학생은 논문제출자격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 학과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을 사정 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변경 , 수강정정기간에 변경해야

합니다 .

▷2년차 4월

▶중간고사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2년차 5월

▶질병휴학 신청 :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개교기념일 :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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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6월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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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

▶하계휴가

▷2년차 7월

▶복학원 접수 시작

▷2년차 8월

▶수강신청 :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신청하도록 하며 , 마지막 학기인 경우 본

인이 취득한 학점을 확인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만족하도록 신중을 기하며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와도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학기 재학생 등록

▶수업연한의 단축성 :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을 인정 받은 학생은 수업연한( 2년)을 석․박사과정은 1학

기 , 통합과정은 2학기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 3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업연한단축신청원>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접수 :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접수기간에 학과사무실

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

▷2년차 9월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접수 : 취득학점이 석사과정 18학점 , 박사과정 24학점 , 평점 2.70 이상

인 석․박사과정학생은 논문제출자격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 학과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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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

▶학위논문 제출 신청 : 9월 중․하순(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2년차 10월

▶심사용 학위논문 접수

▶논문심사료 납부

▶중간고사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2년차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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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용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11월~12월까지 논문심사(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명 , 박사과정은 5인 이

상 위촉)를 받아야 합니다 . (공개발표)

▶질병휴학 신청 :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2년차 12월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학과에서 대학원장에게 보고

합니다 .

▶성적의 확인 : 제2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강의평가를 한 후 성적을 확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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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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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합니다 .

▶동계휴가

▷3년차 1월

▶학위논문 완성본 및 원문파일 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도서관학위논문실로 최종 인쇄본 논

문( 4부 , 심사위원 서명 혹은 날인본)과 논문파일을 온라인제출시스템( h t t p://dcol l ect i on.knu.ac .k r )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사정 : 4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사정을 ,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위수여 사정을 하여 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3년차2월

▶학위수여식 : 학위수여예정자는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수여 받는자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 발간등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

▶4학기를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 , 즉 수료생은 다음학기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료생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수시로 대학원 홈페이지 , 학과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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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사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수여 제도의 선진화 계획 대비 실적

학사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수여 제도의 선진화 계획 대비 실적(계획)

 1.학사 관리제도의 현황

 1) 대학원 입학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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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후기 분할 입학 전형

 대학원 입학 전형을 전기와 후기의 두 단계, 전기의 경우 1,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 1차는 수학능력평가와 구술평가를, 전기2차는 필답시험, 수학능력평가, 구술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리고 후기에는 전기 1차와 마찬가지로 수학능력평가와 구술평가를 실시한다.

(2) 전형의 유형에 따른 우수한 인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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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시험과 수학능력평가, 구술시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공 필답시험(전기 2차): 전기 2차 시험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120분에 걸친 필답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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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능력평가(전 전형): 지원자가 작성한 수학계획서를 정밀 평가하고, 이에 대한 면접평가를 통해 수학능력과 자세를

검증한다. 지원자의 입학 동기· 적성· 인성 등을 파악하여 입학 후 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구술평가(전 전형): 지원자에 대한 면접평가를 통해 전공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검증하고, 필답시험에 준하는

전공지식을 평가한다.

 (3) 기본학술능력 측정을 위한 영어 공인 점수 및 영어 능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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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도교수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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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도교수의 선정은 대학원 내 학문 분과를 1차 기준으로 하며, 한 분과 내부에서는 세부 전공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3) 신입생 전공 선택 과정

 -1단계: 본 대학원 신입생의 전공 선택은 입학시험의 전공능력 측정시험에서 1차로 이루어진다. 본 대학원은 학문 분과

별로 별도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생들은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

다.

 -2단계: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 신입생들은 입학 이후 시험과정에서 선택한 전공 분야 내부의 세부전공을 선택한다.

세부전공은 대학원생과 학과 교수진들 사이의 개별 면담을 통해 결정되는데, 첫 학기 중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특히 세부 전공 선택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

 4)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과정

 -외국어 시험: 논문 제출 자격은 석·박사 과정 모두 외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100점

만점)이다.

 -전공시험(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종합시험 응시 자격이 부과된다. 전공 시험에서 석사과정생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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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목 중 3과목을, 박사 과정생은 수강 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70점 이상

(100점 만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5) 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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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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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와 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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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외국어 시험, 전공별 예비 발표를 통한 전공별 자격 요건 검증, 전체 공개발표, 엄격한 심사와 논문 통과 판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1단계: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시험) 단계

 -2단계: 논문계획서 예비발표 단계

 석·박사 청구논문의 1차 심사는 공개 발표로 진행된다. 공개 발표는 논문심사위원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

어진다.

 -3단계: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 심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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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결정하면 석사는 2, 3차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되고, 박사는 전공에 따라 2~5차 심사가 진행된다.

 ㉡ 지속적인 논문 수정 지시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수정할 사항을 논문 제출자에게 지시하고, 지시의 수정 여

부를 확인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지도한다. 이 과정은 석사 과정은 1.5개월, 박사 과정은 2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다.

 ㉢ 논문 통과의 기준: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심사위

원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결정된다.

 -4단계: 심사용 논문 판정과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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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원 학사관리제도의 우수성

 1) 입학시험의 질적 강화와 입학 전형의 다양화

 본 대학원은 입학 전형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대학원 입학 전형의 가장 큰 특

징은 필답시험과 전공구술시험의 질적 수준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입

학 전형의 다양화에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세부 전공 영역에 따라 전체 전공교수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함

으로써 전공 영역에 대한 균형감각을 평가하고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왔다. 또, 입학 전형의 시

기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이 입학하도록 입학 전형을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여 운영한다.

 -전기1차: 수학능력평가+구술평가

 -전기2차: 필답시험+수학능력평가+구술평가

 -후   기: 수학능력평가+구술평가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의 엄격화

 본 대학원은 학위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엄격한 사전 검증 절차를 설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

한 사전 검증 절차는 ‘논문예비발표제’와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평가’이다. 특히 학과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

화된 제출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우수한 학위논문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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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로 합격여부를 판단한다.(과목 및 성적 통과기준은 학교규정을 따른다) 단, 고

전문학 전공자의 경우 공인외국어 성적 또는 학과출제 외국어시험 응시를 선택할 수 있다.

◇ 석·박사학위청구논문

 - 논문예비발표제

 : 본 대학원은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예비발표회를 통해 학위청구논문의 초고를 발표하고 지도교수 및 전공교수의

검증을 받게 된다. 이 때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지도교수와 관련 전공교수의 협의를 통해 공개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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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출 요건 강화를 위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평가

 :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총2편 이상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과정은 관련 학계의 객관적 검증을 거친 대학원생들에게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줌으로써, 학위논문

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등재지

이상 1편, 기타학술지 1편 등 총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등재지 이상 2편 게재 가능. 기타학술지 2편은 불허) 논

문의 편수 계산도 엄격하여 단독일 경우 1편, 공동저자의 경우 1/n 편으로 계산한다.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의 엄밀화

 -1단계: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외국어 시험과 해당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단계: 논문계획서 예비 발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학기 시작 전에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예비발표회를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공개적으

로 검증받도록 한다.

 -3단계: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 심사

 논문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 위원회가 의결한 후 위촉한다. 석사논문 심사위원회

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한 논문 심사를 위해 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고 있다. 논문 제출자는 논문

을 공개발표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며, 석사의 경우 3회, 박사의 경우 5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박사학위청

구논문의 경우,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횟수를 규정보다 늘려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심사 논문의 최종 판정

 심사위원회는 논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석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3 이

상,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가 종료된 이

후에도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학위 수여가 취소될 수 있다.

 3. 대학원 학사관리제도 개선과 선진화 계획

 1)《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에 의한 학사관리

 본 대학원에는 지금까지 비교적 우수한 학사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이를 제도화하여 관리하고자 《대학원국

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를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학사관리가 본교의 대학원 규정에 따라 운

영되고 있어 본 학과의 특성을 살릴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해 학사관리의 엄밀함을 제고하고자 한다.

 *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별첨3】)

 2)《대학원생안내매뉴얼》마련

 본 대학원은 신입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수행할 과정을 월별로 안내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이 매뉴얼

은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grad.knu.ac.kr)를 통해 상시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그리고 대학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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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세미나, 지도교수 상담 등을 활용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원생안내매뉴얼(【별첨4】)

 3) 사업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학사관리제도 마련

 (1) 《공동지도교수제》도입: 융·복합 인재 양성

 본 대학원은 공동지도교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전공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지도교수제》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36조 ②항에 학과장은 1.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이 대학교

교원 1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연구원 1인을 추천한 경우나 2. 국가인정자격증 취득 또는 국가

정책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2인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학과에서는 《대

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의 제4장 학위취득 제11조(지도교수)에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

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과정은 1학기 중에, 박사과정은 등록과 동시에 배정한다. 또

한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동지도교수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2) 학위취득기간의 장기화 방지대책: 풍부한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

 본 대학원 내규 제15조 ⑧항에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사과정은 수료 후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것을 통해 본 대학원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이 짧은 시일 내에 학위를 취

득하여,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위취득 장기화 방지 대책을 다

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초과이수학점 인정 제도 시행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일치자 중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논문연구 제외

)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학원생의 박사과정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 시행

 : 이 제도는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우수한 연구논문계획서 작성자 6인(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3인

)을 선정해 각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것을 계기로 대학원생들은 어떤 주제로 학위논문을 쓸 것인지, 그리고 어

떤 분야에 대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할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 이 제도는 본 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발표한 학술지 논문 중 매년 우수논문 3편을 선정해 저자에게 30만원

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학술상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 동기를 제고해 학위논문 장기화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3)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갖춘 인재 양성

 -《연구윤리규정안내서》제작과 지도

 본 대학원은 《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제작해서 학위논문연구 강의 때나 논문작성법 지도시 학생들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지침서로 삼아 대학원생들이 국제적인 연구윤리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한다. 국제화 시대에 국제학술활동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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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규정안내서(【별첨5】)

 -강의계획서 상에 연구윤리 지도 과정 명시

 이러한 연구 윤리 규정을 지도하는 과정을 대학원 강의계획서에 반영하여  교과 강의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강의하도록

한다.

 -교내 연구윤리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최하는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윤리 교육> 과정을 학위과정 중에 1차례 이상 필

수적으로 연수하도록 하여 연구 윤리에 대한 의식을 생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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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논문 제출 시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에 대한 객관적인 지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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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4) 대학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연계성 확보 계획

 (1) 학·석사 연계 교과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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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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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과정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학부과정에서 연계 교과목(8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

발한다.

 -연계 교과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현행 교과목 중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

문학사>, <영상문학론>, <방언학>을 학석사 연계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2) 공통 교과목 개설을 통한 전공 간 연계성 확보

 -문학과 국어학 분야 연계 과정에 입각한 관련 교육 커리큘럼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문화어문학 관

련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연구사례를 검토하며 연구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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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 문학과 국어학 전공학생들이 공통 이수할 교과목으로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남지역

어문학연구>,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한국어논문작성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한다.

 (3) 타학과 유사 교과목의 수강을 통한 인접학문과의 연계성 확보

 -문화어문학을 전공하는 데 참고할 만한 인접학문 분야의 개설과목도 수강하도록 권장하여 문화와 지역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문학치료학과의 <문학과문화심리학1>, <통합예술치료1>, <사회학과의대중문화론>, <문화사회학연구> 혹은 문헌정보학

과의 <장소·지역·공간>, <문화산업과장소마케팅>,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등과 같은 교과목을 수강하여 인접학문과의

근접성을 확보한다.

 별첨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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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영남지역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환류 계획서

 【별첨2】 연구윤리 규정 안내서

 【별첨3】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 운영 내규 전문

 【별첨4】 대학원생 안내 매뉴얼(입학에서졸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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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영남지역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환류 계획서

 <영남지역어문학연구> 환류 계획서

 1. 과목명: 영남지역어문학연구

 2. 담당 교수: 박현수

 3. 강의목적:

 본 강의는 지역(문화)어문학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문화)어문학의 내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구명하여 한국 문화 발전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영남

지역의 어문학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평가:

   장점 1) 영남지역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이해의 편폭 확대

        2) 세부전공 수업에서 배우기 힘든 사상과 연구방법론 섭렵

   단점 1) 기초 지식의 부족으로 수업 내용을 습득하는 데 있어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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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공과 연계하여 연구방법론 적용의 어려움

 5.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1) 전공 융합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도

   2) 전공과 연계하여 연구방법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발표 및 피드백

   3) 학기 마무리 시점에 수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인의 논문을 완성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함.

 <문화어문학현장실습> 환류 계획서

 1. 과목명: 문화어문학현장실습

 2. 담당 교수: 김주현(전반부) / 김덕호(후반부)

 3. 강의목적:

 본 강좌는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현장과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화어문학 연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설하였다.

   1) 영남권내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문화 현장 발굴 및 방문 답사

   2) 문화산업화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학문적 연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영되는지 체험

   3)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수집한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습

 4. 평가:

   문화어문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장점 1)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문학 작품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한 실질적 이해 증진.

        3) 문화적 시야에 대한 확대, 문화어문학 현장을 통한 텍스트 및 지역 이해의 확대 기타 등등

   단점 1) 학과 세부 전공별 소통의 부족

        2) 현장 실습을 활용하여 실제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부족.

        3) 팀티칭에 따른 과제 양이 많음, 실습 기회의 부족 등

   문화어문학현장실습에 대한 기말평가 결과,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장점 1) 다양한 현장 경험과 현장에서 관련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의 폭을 넓혔음

        2) 조사한 내용을 자료화하는 아카이브 구축 방법을 학습할 수 있어 유익했음

        3) 현장 답사에서 구축된 자료를 통해 답사 지역의 한계점과 발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던 점

   단점 1) 학생들의 세부전공이 다른 상황이므로 교수자의 전공에 따라 학습 요항의 차이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음.

        2) 분야가 다른 2분 교수자의 팀티칭이라 결과물을 2종류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3) 전공별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나 논문으로 탄생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외부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함.

 5. 환류:

   문화어문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대하여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1) 연구 방법론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도모.

    2) 구역별 현장 답사에 따른 사전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이해 추구.

    3) 실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 답사보다는 팀 답사 위주로 답사의 방향을 조정해 볼 필요.

    4) 팀티칭의 수월성을 위해 담당 교수 사이에 과목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더불어 전체 실습 일정에 대한 상시적 논

의 체계 강화.

    5) 4)를 통해 과제의 양을 조정하고, 과제는 담당 교수 가운데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수에게 제출하여 과

제의 부담을 줄임.

    6) 전체 합평회를 가져 다음 수업에 반영.

    7) 이번 현장 실습의 경험을 다음 강좌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좋은 실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구함.

   문화어문학에 대한 기말평가 결과에 대하여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1) 학생들의 세부전공이 다른 상황에서 해당 전공자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통 관심사의 학습요항을 개발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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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팀 티칭 각 교수자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적용한 최종 과제물을 1편만 제출하게 하여 분야별로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3) 전공별로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자의 분야에 맞는 논문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현

장 실습 활동을 특화하여 설정하도록 함.

    4) 세부 전공 별로 내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또한 여타 다른 학문 분야와도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별첨2】연구윤리규정안내서

 1)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가 생기는 이유

 -연구자가 현실적 압박과 그릇된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연구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짐. ex) 연구비, 졸업논문,

2006년 황우석 교수 사건.

 2) 연구윤리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연구윤리는 연구 내용의 윤리는 물론 연구 절차의 윤리를 포함하는데, 사실 내용과 절차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3) 연구윤리의 범위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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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성⊃절차적 투명성&내용적 객관성.

 -진실성≒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conductofresearch, RCR)[USA], 바람직한 연구실천(goodresearchpractice,

GRP)[유럽]

 4) 연구 수행 과정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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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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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의1999년 FFP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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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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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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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 결과 출판의 부정행위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

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authorship)를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의 순

서를 정함으로써 공로(credit)를 합당하게 배분해야 함.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 즉 '명예저자표시'(honor

aryauthorship)가 근절되어야 함. 또한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과 같은 소장연구자들에 대해 정당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중복해서 발표하여 연구 업적을 부풀리는 중복게재(duplicate publication)를 피해야

함.

 6) 인문학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주제인 표절

 -인문학의 경우에는 과거의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근거한 비평적 고찰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훨씬 더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함. 따라서 인문학에서 표절의 문제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분명한 표절의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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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인문학 내부에서조차 각 분과학문별로 표절의 정의를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해낼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ex) '인용표절', '상식'의 내용과 범위?

 7) 연구윤리 제도화에 관한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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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80년대부터 과학 연구에서의 부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구축해 왔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학술지 투고가 활발해지면서 몇몇 연구부정행위 사건들이 발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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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8일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했음.

 8)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윤리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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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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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와는 별도로,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논문 발표 단계에까지 간접적이지만 그 연구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이 있으므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함.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및 해석.

 ① 올바른 데이터의 선택

 ② 올바른 통계 처리

 ③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오류의 바른 처리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근절.

 9) 표절

 -표절(剽竊- 도둑질하다, 훔치다), plagiarism(plagiarus[납치자], plagiaire[훔치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brainchil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절도'로 규

정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2009.9):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

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cf.저작권(copyright):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10) 표절의 유형

 ①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텍스트 표절, 구조 표절, 말바꿔 쓰기 표절, 모자이크 표절

 ②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③ 중복게재: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

로 다시 출판하면서 선행저작물의 출판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함

 ④ 부당한 저자 자격

 11) 중복게재

 -중복게재(redundantpublication):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

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로 표절처럼 연구부정행위로까지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연

구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임.

 -자기표절(selfplagiarism)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duplicatepublication)

 -논문쪼개기(Salamislicingpublication)

 -논문덧붙이기(Imalaspublication)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중복게재 정의: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

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12) 올바른 인용

 -인용의 의미와 목적

 ①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② 공통되거나 상반된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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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직접인용&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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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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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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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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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급적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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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말바꿔쓰기를 위한 제언

 -말바꿔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① 주의깊게 꼼꼼히 읽는다.

 ②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③ 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④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⑤ 나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말바꿔쓰기의 기본 원칙

 ① 원전과 비슷한 어휘수를 유지한다.

 ② 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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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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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운영내규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국어국문학과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

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제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

초안지'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④ 학점 교류에 의하여 타교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까지이다.

 제3조(학기당 이수 학점)

 ① 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3학점

이내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과장은 취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논문연구 학점을 제외한 수강 학점을 6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학점 인정)

 ①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일치자 중 학칙 제73조의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논문연구 제외)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한 타 학과의 교과목도 학칙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다른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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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학사과정 재학생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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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교 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논문연구)

 ① 논문연구는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단 석사학위논문연구는 입학 첫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② 석사·박사학위논문연구 과목 이수시 반드시 연구윤리 규정안내서를 숙지해야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

육에 참가한다.

 ③ 논문연구 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제3장 입학전형

 제6조(전형 방법)

 ① 석사학위과정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가. 전공과목(논문): 전공 전 분야의 기본 지식을 측정한다.

 나. 영어: 기본 영어 및 전공과 관련된 영어의 독해력을 측정한다.(공인영어성적 인정)

 2. 수학능력평가: 지원자의 대학 재학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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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박사학위과정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가. 전공과목(논문): 전공 전 분야의 기본 지식을 측정한다.

 나. 영어: 기본 영어 및 전공과 관련된 영어의 독해력을 측정한다.(공인영어성적 인정)

 2. 수학능력평가: 지원자의 대학 재학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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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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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합격기준)

 ①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의 합격 기준은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각 과 전공교수 1인 이상이 포함된 3인 이상의 교수가 평가하되,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다

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제8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모집 정원을 참조하여 각 학과(부)별로 심사하고 총장이 합격 여부를 확정 발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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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학위취득

 제10조(종합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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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2.7 이상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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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종합시험은 연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1학기에는 3월 중에, 2학기에는 9월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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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지도교수)

 ①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과정은 1학기를 마치고,

박사과정은 등록과 동시에 배정한다. 또한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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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도교수의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의 교과이수(수강) 지도

 나.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 지도

 다. 학위취득을 위한 수료생 등록시 추천

 라.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 시 추천

 제12조(논문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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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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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2. 지도교수추천서 1부

 3.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④ 예비발표를 통해 지도교수 및 전공교수의 검증을 받는다.

 ⑤ 논문제출자격은 박사과정의 경우 총 2편의 논문 실적이 있어야 하며, 모두 KCI등재지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4조(논문 체제)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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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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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문 인쇄는 반드시 양면 인쇄이어야 하고 얇은 논문도 단면 인쇄는 불허한다.

 4. 논문 제목은 종심에서 결정된 제목으로서 논문심사보고서, 논문의 표지, 내표지, 등표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여야

하고, 본문을 국문으로 작성한 논문은 논문 제목도 국문으로 붙여야 한다.

 5. 논문 초록은 본문을 국문으로 쓴 논문에는 외국어 초록을, 본문을 외국어로 쓴 논문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되, 외국

어초록의 작성 내용을 심사위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학위논문의 표지, 내표지(인준서), 등표지 및 초록의 형식과 규격은 '대학원 학위논문규격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

야 한다.

 7.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와 내표지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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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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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학생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⑧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사과정은 수료 후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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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 있다.

 ⑩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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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와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16조(논문제출부수)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인준서에 심사위원이 서명.날인한 종이제본 논문을 포함하여 소정 부수를 소정 기일 내

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사정은 교과목 이수 여부, 취득학점 이수 여부,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종합시험 합격 여부, 학위청구논

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본 학과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다.

 ② 학위수여 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5장 납입금

 제18조(납입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 또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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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위논문을 위해 논문지도를 받는 학기에는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등록)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시 미납된 연구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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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구등록기간은 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내규의 개정

 제20조(내규의 개정)

 ①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이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한 후, 학과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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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4】대학원생안내매뉴얼(입학에서 졸업까지)

 ▷ 1년차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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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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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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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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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학사안내 수강신청 참조)

 ☞ 신입생은 임시학번 부여(대문자S+수험번호)

 ▶ 선수과목 지정: 만약 주임교수로부터 선수 과목을 지정받은 학생이라면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 1년차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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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사정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수강변경, 수강정정기간에 변경해야 합니다.

 ▶ 신입생 학생증 발급신청: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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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지도교수의 위촉: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합니다.(학사안내 지도교수의 위촉

및 교체 참조)

 ▷ 1년차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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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및 학생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사안내의 지도교수의 위촉 및 교재 참조)

 ▶ 중간고사

 ▶ 일반 및 육아 휴학 신청: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 1년차 5월

 ▶ 질병 휴학 신청: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 개교기념일: 5.28

 ▷ 1년차 6월

 ▶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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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계 휴가

 ▷ 1년차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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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차 8월

 ▶ 수강신청

 ▶ 2학기 재학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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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1년차 9월

 ▶ 제2학기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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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1년차 10월

 ▶ 중간고사

 ▶ 일반 및 육아 휴학 신청: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 1년차 11월

 ▶ 질병 휴학 신청: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 1년차 12월

 ▶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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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계 휴가

 ▷ 2년차 2월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접수: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접수기간(2년차)에 학과사무실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원을 수시로 학과사무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학

과별 면제 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수강신청: 1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학기 재학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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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차 3월

 ▶ 1학기 개강

 ▶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접수: 취득학점이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24학점, 평점 2.70 이상인 석·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과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사정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 변경, 수강정정기간에 변경해야 합니다.

 ▷ 2년차 4월

 ▶ 중간고사

 ▶ 일반 및 육아 휴학 신청: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 2년차 5월

 ▶ 질병 휴학 신청: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 개교기념일: 5.28

 ▷ 2년차 6월

 ▶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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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계 휴가

 ▷ 2년차 7월

 ▶ 복학원 접수 시작

 ▷ 2년차 8월

 ▶ 수강신청: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신청하도록 하며, 마지막 학기인 경우 본인이 취득한 학점

을 확인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만족하도록 신중을 기하며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와도 반드시 상

의하시기 바랍니다.

 ▶ 2학기 재학생 등록

 ▶ 수업 연한의 단축성: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수업연한(2년)을 석·박사과정은 1학기, 통합과정은

2학기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3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업연한단축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접수: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접수기간에 학과사무실에 접수를 해야 합

니다.

 ▷ 2년차 9월

 ▶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접수: 취득학점이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24학점, 평점 2.70 이상인 석·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과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을 사정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변경, 수강정정 기간에 변경해야 합니다.

 ▶ 학위논문 제출신청: 9월중·하순(신청장소: 학과사무실)

 ▷ 2년차 10월

 ▶ 심사용 학위논문 접수

 ▶ 논문심사료 납부

 ▶ 중간고사

 ▶ 일반 및 육아 휴학 신청: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 2년차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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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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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합니다.(공개발표)

 ▶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 2년차 12월

 ▶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학과에서 대학원장에게 보고합니다.

 ▶ 성적의 확인: 제2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강의평가를 한 후 성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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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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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계 휴가

 ▷ 3년차 1월

 ▶ 학위논문 완성본 및 원문파일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도서관 학위논문실로 최종인쇄본 논문(4부, 심사위원

서명 혹은 날인본)과 논문 파일을 온라인 제출시스템(http://dcollection.knu.ac.kr)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사정: 4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사정을,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위

수여 사정을 하여 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3년차 2월

 ▶ 학위수여식: 학위수여 예정자는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자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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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수시로 대학원 홈페이지, 학과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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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수여 제도의 선진화 계획 대비 실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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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사관리제도의 현황

1) 대학원 입학 전형

현재 본 대학원은 석사․박사과정의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

(1) 전․후기 분할 입학 전형

대학원 입학전형을 전기와 후기의 두 단계 , 전기의 경우 1 ,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우수 인재

를 확보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 전기 1차는 수학능력평가와 구술평가를 , 전기2차는 필답시

험 , 수학능력평가 , 구술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 그리고 후기에는 전기 1차와 마찬가지로 수학능력평

가와 구술평가를 실시한다 .

(2) 전형의 유형에 따른 우수한 인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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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되는 전공 필답시험과 수학능력평가 , 구술시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전공 필답시험(전기 2차) : 전기 2차 시험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120분

에 걸친 필답시험을 치른다 . 과락을 70점( 100점만점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선발한다 .

- 수학능력평가(전 전형) : 지원자가 작성한 수학계획서를 정밀 평가하고 , 이에 대한 면접평가를 통해

수학 능력과 자세를 검증한다 . 지원자의 입학 동기 · 적성 · 인성 등을 파악하여 입학 후 지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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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답시험에 준하는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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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영어 및 전공 관련 영문 서적의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시험을 시행하되 , 토익 750점 이상

일 경우 영어공인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

2) 지도교수 선정 과정

지도교수는 석사 , 박사과정 모두 제1학기 중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학기 종료 이전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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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과 내부에서는 세부 전공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

3) 신입생 전공 선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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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은 학문 분과별로 별도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 응시생들은 고전문학 , 현대문학 , 국어학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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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을 선택한다 . 세부 전공은 대학원생이 학과 교수진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결정되는데 , 첫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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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세부 전공 선택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 .

4)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과정

- 외국어시험 : 논문 제출 자격은 석 · 박사과정 모두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100점 만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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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석사 과정생은 수강 과목 중 3과목을 , 박사 과정생은 수강 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

른다 .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70점 이상( 100점 만점)을 획득하면 논문 제출 자격이 부여된다 .

5) 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1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구성

하여 위촉한다 .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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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와 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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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출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 , 전공별 예비발표를 통한 전공별 자격 요건 검증 , 전체 공개발표 , 엄

격한 심사와 논문 통과 판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

- 1단계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시험) 단계

- 2단계 : 논문계획서 예비발표 단계

석 · 박사 청구논문의 1차 심사는 공개 발표로 진행된다 . 공개 발표는 논문심사위원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

- 3단계 :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심사 단계

① 2차 심사 진행 여부 결정 : 공개 발표 후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하여 2차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

다 .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석사는 2, 3차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되고 , 박사는 전공에 따라 2~5차

심사가 진행된다 .

② 지속적인 논문 수정 지시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수정할 사항을 논문 제출자에게 지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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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다 .

③ 논문 통과의 기준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결정된다 .

- 4단계 : 심사용 논문 판정과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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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학원 학사관리제도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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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시험의 질적 강화와 입학 전형의 다양화에 의한 우수 인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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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필답시험과 전공구술시험의 질적 수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입학 전형의 다양화에 있다 . 본 사업단에서는 세부 전공 영역에 따라 전체 전

공 교수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함으로써 전공 영역에 대한 균형 감각을 평가하고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왔다 . 또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이 입학하도록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여 운영해 왔다 .

- 전기 1차 : 수학능력평가 + 구술평가

- 전기 2차 : 필답시험 + 수학능력평가 + 구술평가

- 후기 : 수학능력평가 + 구술평가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의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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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 가장 중요한 사전 검증 절차는 ‘ 논문예비발표제 ’ 와 ‘ 학술지논문게재실적평가 ’ 이다 . 특히 학

과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제출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학위논문 생

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별첨2)

(1)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시험성적 제출로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 (과목 및 성적 통과기준은 학교규정

을 따른다) 단 , 전공 특성 상 고전문학 전공자의 경우 공인외국어 성적 제출 , 또는 학과 규정에 따른

학과 출제 외국어시험 응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2)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조건

- 논문예비발표제

: 본 대학원은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예비 발표회를 통해 학위청구논문의 초고를 발표하고 지도교수

및 전공교수의 검증을 받게 된다 . 이때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지도교수와 관련 전공 교수의 협의를

통해 공개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 이 제도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

하고 있으며 ,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서도 예비 심사의 과정이 되므로

- 논문 제출 요건 강화를 위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평가

: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총 2편 이상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과정은 관련 학계의 객관적 검증을 거친 대학원생들에게 학위논

문 제출 자격을 줌으로써 ,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재지 이상 1편 , 기타학술지 1편 등 총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 (등재지 이상 2편 게재 가능 . 기

타학술지 2편은 불허) 논문의 편수 계산은 단독일 경우 1편 , 공동저자의 경우 1/n 편으로 계산하고 있

으며 , 양적 기준을 확보한 학생들에게만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의 엄밀성

- 1단계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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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외국어시험과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종합

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2단계 : 논문계획서 예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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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를 공개적으로 검증받도록 한다 .

- 3단계 :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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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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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해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고 있다 . 논문제출자는 논문을 공개발표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며 ,

석사의 경우 3회 ,박사의 경우 5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특히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횟수를 규정보다 늘려 진행할 수 있다 .

- 4단계 : 심사 논문의 최종판정

심사위원회는 논문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 석사논문의 경우 심사

위원 2/3 이상 ,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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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학원학사관리제도개선과 선진화계획 실적

1)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에 의한 학사관리 운영

본 대학원의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운영내규》를 마련하여 시행하

고 있다 . 이를 통해 본교의 대학원 규정을 준수하면서 , 본학과 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사관리의

엄밀성을 높였다 .

*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운영내규(별첨2)

2) 《대학원생안내매뉴얼》배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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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고 있다 . 이 매뉴얼은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 .g rad.knu.ac .k r )를통해 상시적으로 일반에 공개

하고 있다 . 또한 대학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워크숍 , 세미나 ,지도교수 상담 등을 활용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대학원생안내매뉴얼(별첨3)

3) 사업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학사관리제도 마련

(1) 《공동지도교수제》의 체계적 운영 및 실적 : 융․복합 인재 양성

본 대학원은 공동지도교수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 전공 간 장벽을 뛰어 넘는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

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지도교수제》는 본교 학위 수여규정 36조 ②항에 "학과장은 1 .협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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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이 대학교 교원 1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연구원

1인을 추천한 경우나 2 .국가인정 자격증 취득 또는 국가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2인을 공동지

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이를 기준으로 본 학과에서는《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운영

내규》의 제4장 학위취득 제11조(지도교수)에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였다 .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과정은 1학기 중에 , 박사과정은 등록과 동시에 배

정한다 . 또한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동지도교수

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은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 연관

전공 공동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연구의 정합성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

(2) 학위 취득 기간의 장기화 방지대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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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이내에 박사 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본 대학원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이 짧은 시일 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

문화어문학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용성

을 가진다 . 이와 함께 학위 취득 장기화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초과이수학점 인정 제도 시행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일치자 중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

점(논문연구 제외)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학원생의 박사과정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 .

-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 시행

이 제도는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 매년 우수한 연구논문계획서 작성자 6인(석사과정 3

인 , 박사과정 3인)을 선정해 각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 이것을 계기로 대학원생들은 어떤 주제

로 학위논문을 쓸 것인지 ,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할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갖

게 된다 .

-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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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와 같은 학술상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 동기

를 제고해 학위 논문 장기화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

(3) 국제적 수준의연구 윤리를 갖춘 인재 양성 실적

- 《연구윤리규정안내서》제작과 지도

본 대학원은《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제작해서 학위논문연구 강의 때나 논문작성법 지도 시 학생들

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지침서로 삼아 대학원생들이 국제적인 연구 윤리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한다 . 국제화 시대에 국제 학술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연구윤리규정안내

서》를 숙지토록 지도한다 .

- 강의계획서 상에 연구윤리 지도 과정 명시

이러한 연구 윤리 규정을 지도하는 과정을 대학원 강의계획서에 반영하여 교과 강의를 시작하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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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강의하도록 한다

- 교내 연구윤리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최하는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윤리 교육> 과정을 학위과정

중에 1차례 이상 필수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여 연구 윤리에 대한 의식을 생활화한다 .

- 논문 제출 시 표절검증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

학위 논문 제출 시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에 대한 객관적인 지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 연구

윤리를 준수하도록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4) 대학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연계성 확보 실적

(1) 학․석사 연계 교과목 선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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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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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

- 연계 과정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학부 과정에서 연계 교과목(8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 장학금 지원 대

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

- 연계 교과목 구성

현행 교과목 중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 <스토리텔링의

세계> , <한국고전문학사> , <영상문학론> , <방언학>을 학석사 연계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2) 공통 교과목 개설을 통한 전공 간 연계성 확보 실적

- 본 사업단은 문학과 국어학 분야 연계과정에 입각한 관련 교육 커리큘럼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문화어문학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연구사례를 검토하며 연구방법을 고안할 수 있

는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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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능력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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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습> , <영남지역어문학연구> ,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한국어논문작

성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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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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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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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치료학과의 <문학과문화심리학1> , <통합예술치료1> , <사회학과의대중문화론>, <문화사회학연구>

혹은 문헌정보학과의 <장소․지역․공간> , <문화산업과장소마케팅> ,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등과 같은

교과목을 수강하여 인접 학문과의 근접성을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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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3.1 대학원생 인력 확보/배출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최근 2년)

 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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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2016년 29 25.5 0 54.5

2017년 26 21.5 0 47.5

계 55 47 0 102

배출

2016년 2 3 5

2017년 8 9 17

2018년 5 0 5

계 1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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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사업단이 중간평가 시 제출한 향후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배출 계획    (단위: 명)

연도

대학원생 배출 계획

석사 박사 계

4차년도 14 5 19

5차년도 16 6 22

6차년도 16 7 23

7차년도 16 7 23

8차년도 8 4 12

계 70 29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단이 속한 대학원은 2013년

사업단 선정 이후에 최선을 다해 대학원생을 확보해 왔다.(등록생기준) 최근 2년간 본 대학원은 매년 평균 25명(2013년

13.5명, 2014년 23명, 2015년 12.5명) 정도의 석사대학원생을, 34명(2013년 14명, 2014년 38.5명, 2015년 16명)의 박사

대학원생을 확보해 왔다.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본 대학원은 매년 7.5명(2014년 9명, 2015년 6명) 정도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5.5명(2014년 5명, 2015년 6명) 정도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했다. 이와 같은 대학원생 확보와 배출 실적을

바탕으로 본 대학원은 연차적으로 배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본 대학원은 4차년까지 석사학위 소지자 14명과 박사 학위 소지자 5명을 배출하고, 이후 매년 배출을 늘려 5차년부터

7차년까지는 매년 16명을 배출하고 박사 학위 소지자는 6-7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최근 본 사업단에서 1차년도~3차년도

까지 추진한 성과가 한국어문학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고, 향후 사업단에서 본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 방안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계획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연

구자 및 능력있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에게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해 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진로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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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계획)

 ◇ 최근 2년간 인력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은 학과 지명도와 BK사

업단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학원 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어문학적 방법론이 심화 확대되어 가는 향

후의 사업에서는,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인력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사회

적 연계망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진로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1. 우수 대학원생 확보 계획

 1) 장학금 제도와 연계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본 사업단은 지난 2년간 문화어문학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설하여 우수한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했다. 학·석

사 연계 과정은 문화어문학과 관련성이 높은 기존 학부개설 8과목을 선정하여 지정하고,지난 2년간의 성과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2과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으로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KINGS 장학금 제도와 TA/RA 제도를 적극 활용하

여, 우수한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학부 개설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교과목

 지난 2년간 본 사업단은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방언학> 등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성이 높은 기존의 학부 개설 교과 과정을 선정하여

운영했다. 향후 사업에서도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아우르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단의 아젠다를 확산할 수 있

는 교과목으로 <문화어문학 개설>, <한국어문화론> 등과 같은 학석사 연계 과정 이수 교과목을 학부 과정에 추가로 개설

할 계획이다.

 2) 학부생 대상 BK21 플러스 사업단 설명회 개최

 본 사업단에서는 지난 2년간 연 2회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및 BK21플러스 사업단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설명회

에서는 대학원 입학 관련 정보 및 본 사업단의 교육목표와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생의 이해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향후 사업에서도 학

부생을 대상으로 본 사업단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3) 학부·대학원 공동 학술활동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

 본 사업단은 학부·대학원 공동 학술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대학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과정에는 고전문학(중마), 현대문학(벼리, 한비, 시공, 창조를 위한 새벽

), 국어학(나랏말쌈)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이 소모임 활동에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지속적

인 지도를 해 왔다.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공동으로 매년 ‘문초’라는 학술문예지를 발간하면서 연구력과 창작력

구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사업에서도 본 사업단은 미래의 우수대학원생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의 자생적인 학

술소모임을 지원하여, 학부 학생들의 학문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연대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부와 대학원의 공동학술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한글날기념학부·대학원생공동학술발표대회

- 학부 대학원 공동 학술답사

- 학부 대학원생 공동 세미나 및 공동 현장조사

 이처럼 향후 사업에서도 지난 2년간 진행한 학부와 대학원의 다양한 공동학술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부와

75-384



대학원의 공동학술활동은 우수한 대학원생 확보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3) 학부생들을 위한 문화어문학관련 강좌개설 및 특강개최

 학부와 대학원의 연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본 사

업의 아젠다와 직결되는 과목인 <문화어문학 개설>, <한국어문화론> 등과 같은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이다

. 또한 본 학과에서는 한글날에 맞춰 문화어문학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이 행사는 특히 문화어문

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들에게 각광을 받아 왔다. 본 사업단은 향후 사업에서도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

감으로써 학부생들이 문화어문학 분야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4) 실무 인력을 위한 산학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지난 2년간 학·석사 연계과정을 마친 문화어문학 실무 전문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을 운영했다. 문화어문학 관련 기관과 산업체의 각종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시하여 인턴 프로그램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좀 더 정밀하고 풍부한 취업 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정보 제공 시스템에 탑재하여대학원

생이 학위 취득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문화어문학 학·석사 연계과정을 마친

실무 인력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알게 해 줌으로

써 취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통합적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

 -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각종 기관의 사업 제시

 -문화산업기관의 사업 계획 및 지역문화단체의 정책 공지

 2. 우수 대학원생 지원 계획

 1) 다양한 장학 제도의 마련과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사업단에서는 지난

2년간 BK21플러스 장학금과 함께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KINGS 장학 제도, RA/TA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원했다. 향후 사업에서도 본사업단에는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 다

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연구환경의 조성과 인프라 구축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인 연구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은 물론 적절한 연구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본

사업단은 지난 2년간 참여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 참여대학원생

들에게 현재 본 학과가 확보하고 있는 대학원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연구공간의 확보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본교에서 건축 중인 ‘인문한국진흥관’에 본 사업단의 주요 연구 공간 및 참여 대학원생들의

세미나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와 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연

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조성과 인프라의 구축은 대학원생의 연구력과 연구 실적의 향상에 도

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3)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대학원생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의 최신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대학원생이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에 자주 참여해야 한다. 본 사업단에서는 지

난 2년간 참여 대학원생들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했다. 참여대학원생이 국내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왕복 교통비를 지급했으며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에는 항공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료를 지원

하고,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료와 체제비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을통해 본 사

업단은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연구 결과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대학원생들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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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간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했다. 장단기 해외 연수 대상  대학원생들은 사업단에서 마련한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에 따라 ‘장단기 연

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단 내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했으며 연수 종료 후에는 사업단에서 정한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러한 장단기 해외 연수는 참여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하여 연구력 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

되기에 향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본 사업단의 소속학과에서는 2011년부터 소속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여해 왔다. 《우수학술논

문상》은 지난1년간(전 해1월-12월) 대학원생이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전공교수들이 심사하여 우수한 논

문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최근 2년 동안에는 기존의 전공별 《우수학술논문상》을 유지하는 한편,

BK21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학술논문상》을 선정하여 시행했다. 이와 같은 학술상 실시는 대학

원생들의 학문적 성취 동기를 제고하고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6)《대학원생연구장려기금》 조성

 본 사업단은 지난 2년간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에 《대학원생연구장

려기금》 계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기금은 본 사업단이 소속학과 교수와 뜻이 있는 동문들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한

마련한 것이다. 이 기금은 대학원생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될 것이며 매년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

할 계획이다.

 7)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2년간 목표로 정한 인력배출계획의 실현을 위해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했다. 매년 우수한

논문계획서 작성자 6인을 선정해 각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공모전을 계기로 참여대학원생들은 학위 논문을 비

롯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논제를 확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연구력과 연구 실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

구 의욕을 고취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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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 장학금 제도와 연계된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해 왔고 , 학부 · 대학원 공동학술 활동을 강화하면서 년 2회의 학부생 대상 사업단 설명회 등을 개

최해 왔다 . 이와 같이 우수 대학원생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본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

여 시행하였고 ,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적 모색을 거듭해 왔다 . 지금까지 본 사

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실적

1) 학 · 석사 연계과정 운영 실적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면서 우수한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적으

로 유도하였다 . 문화어문학과 관련되는 학부 개설 9과목을 지정하고 ,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에 진학

할 경우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

- 학부 개설 학 · 석사 연계 과정 이수 교과목 : <비교문학> ,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

글문헌의 이해> , <방언학>, <스토리텔링의 세계>, <영상문학론> , <한국고전문학사>, <한국어문화

론>(2017년 2학기 신설)

- 학 · 석사 연계 과정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

2) 학부생 대상 BK21플러스 사업단 설명회 개최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 입학 관련 정보 및 본 사업단의 아젠다 및 교육목표 ,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시스템 , 대학원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사업단 지원프로그램 설명 등을 위한 설명회를 학기별

1회 , 총 연 2회 개최해왔다 . 1학기에는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 2학기에

는 한글날기념 학부 · 대학원 공동학술발표대회를 활용하였다 . 이를 통해 대학원의 교육 운영과 본 사

업단의 아젠다에 대한 학부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학부 · 대학원 공동 학술 활동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 노력

본 사업단은 학부 · 대학원 공동 학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에 대한

학부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 우수 대학원생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소통

을 늘림으로써 학부 학생들의 학문 역량을 강화하고 ,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연대를 굳건하게 하는데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 그 구체적인 예로 국어국문학과 학술 소모임인 중마(고전문학) , 벼리(현대비평) ,

한비(현대시) , 시공(현대희곡) , 창조를 위한 새벽(현대소설) , 나랏말쌈(국어학) 등에 본 사업단의 참

여대학원생이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부와 대학원의 학술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학술 소모임 활동은 매년 한글날을 맞아 개최하고 있는 ‘ 한글날기념 학

부 · 대학원생 공동 학술발표대회 ’ 를 통해 결과를 제출하고 , 우수한 성과는 연 1회 발간하는 국어국문

학과 학술 문예지에 게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연 1회 학부와 대학원 전체 공동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소규모 그룹 단위의 학부 · 대학원생 공동 현장조사도 다수 추진하고 있다 .

- 한글날 기념 학부 · 대학원생공동학술발표대회(총 2회)

① 570돌 한글날 학부 및 대학원 연합발표회( 2016 .10.6. )

② 571돌 한글날 학부 및 대학원 연합발표회( 2017 .10.12 .)

- 학부 · 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공동학술조사(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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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원도 일대 한국어문학 주요 생성 공간 및 박물관 , 관련 산업체 조사(2016.08 .24.~26. )

② 서울 · 경기지역 한국어문학 현장 조사 연구( 2017 . 08 . 31 .~09 . 2. )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 문예지 ‘ 문초 ’ 총 2회 발간

- 소규모 그룹 단위 학부 · 대학원생 공동 현장 조사

① 참여대학원생 및 학부생 공동 경북 예천지역 언어문화 현장 조사 연구(2017.08 .10.~11. )

4) 학부생들을 위한 문화어문학 관련 강좌 개설 및 특강 개최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에 대한 학부생들의 학문 역량을 배양하고 , 우수 대학원생으로서의 양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어문화론>을 2017년 2학기에 신규 개설하였다 . 향후 <문화어문학개설>과 같

은 신규 교과목을 추가하여 학부생의 문화어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연 1

회 이상 한국어문학 및 문화어문학 관련 명사를 초청하여 학부와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강을 개최하였

다 . 이러한 특강은 문화어문학의 대외적 파급력을 높이고 , 학부생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대학원 진학률

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

- 학부 융합과정 신규 개설 과목 <한국어문화론>(2017년도 2학기 개설)

- 학부 · 대학원생 명사초청 특강

① 570돌 한글날 기념 명사초청 특강(정호승 , “시와 산문의 경계” , 2016 .10.6. )

② 571돌 한글날 기념 명사초청 특강(김연수 , “소설을 통해 알게 되는 삶의 모습 , 2017 .10.12)

5) 실무 인력을 위한 산학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학 · 석사 연계과정을 마친 문화어문학 실무 전문 인력들을 위한 산학정보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 문화어문학 관련 기관과 산업체의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 이를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한 참

여대학원생들이 국립국어원과 같은 관련 정부기관 및 산업체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문화

어문학 관련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단 소속 국어국문학과 출신 해외 진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로 정보와 방법에 대한 초청 특강을 추진하였다 . 향후에는 이러한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초청 특강

및 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 홈페이지를 통한 문화어문학관련 취업 정보 제공

- 관련 정부 기관 및 산업체와의 연대를 통한 인턴 프로그램 추천

- 해외 취업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① 이민영(일본 마츠야마대학 교수) , "일본 내 한국학 전문 인력의 진로 현황과 전망" , 2018 .01.19 .

2 . 우수 대학원생 지원 실적

1) 우수 대학원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마련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 개설 학 · 석사 연계 교과목을 듣고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 그리고 본교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과 연구 능력

에 따른 RA장학금 제도(대학원생 연구조교 지원사업 100% , 75%, 50% , RA장학금 제도)와 TA장학금(교육

조교 제도) 및 K INGS(우수 유학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매년 대학원 진학 시에 대학원 오리

엔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BK21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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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 사업 훈령> 및 <사업단의 운영 내규>에 따라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

이러한 장학금 차등 지급 또한 우수 대학원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학 · 석사 연계 과정 입학생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으로 우선 설발

- 학업 성취 수준 및 연구 능력에 따른 RA 및 TA 장학금 지원

-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장학제도 설명회 개최

- <BK21플러스 사업 훈령> 및 <사업단의 운영 내규>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급

2) 연구 환경의 조성과 인프라 구축 실적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해서 본 사업단에서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

- 참여대학원생 연구 공간 확보 : 본 사업단은 모든 참여대학원생들의 개인 연구 공간을 학내 공간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 특히 본교 인문대학 및 대학원동을 중심으로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연구 공간

을 마련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연구 인프라 구축 :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공간에 개인 책상 및 책장 , 공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을 비치하여 연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또한 대학원생 공동 세미나실을 마련하

여 그룹별 연구를 진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본교 도서관 대학원 열람실을 상시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교 도서관 측에 협조를 구하여 당해연도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3) 국내 · 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실적

참여학원생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국내 · 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였다 .

사업단 운영 내규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이 국내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였

고 , 국제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왕복 항공료 및 체제비 일부를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다 .

- 국내 학술대회 참가 대학원생 : 교통비 전액 지원

- 국제 학술대회 발표 대학원생 : 왕복 항공료 및 학회등록비 , 체재비 지원

- 국제 학술대회 단순 참가 대학원생 : 왕복 항공료 일부 지원

4)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해 해외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장단기

연수를 추진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해외연수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사업단 운영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와 선발과정을 거쳤으며 , 연수 종료 후에는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성과와 향후 활용 방

안을 모색하였다 .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장단기 연수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왕복 항공료 및 체제비

를 지원하여 대학원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

- 참여대학원생 해외연수(총 7회)

① 중국 남통대학교 단기연수( 2016 .07.9.~14. ) 참여인원(참여교수 1명 , 참여대학원생 2명)

②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단기연수( 2016 .08.11 .~16 .) 참여인원(참여교수 1명 , 신진연구인력

1명 , 참여대학원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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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한국어학과 장기연수(2017.01 .23.~02.07 .) 참여인원(참여교수 2명 , 신진

연구인력 1명 , 참여대학원생 5명)

④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단기연수( 2017 .06.27 .~30 .) 참여인원(참여대학원생 1명)

⑤ 이집트 아인 샴스대학교 단기연수(2018.01 .03.~08. ) 참여인원(참여교수 1명 , 참여대학원생 2명)

⑥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연수(2018.01 .18.~21. ) 참여인원(참여교수 1명 , 신진연구인력 1명 , 참여대학

원생 5명)

⑦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장기연수( 2018 .01.11 .~30 .) 참여인원(참여대학원생 1명)

5)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및 BK21플러스 사업단 성과급 지급

본 사업단의 소속학과와 본 사업단에서는 소속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여하고 있

다 . 이 상은 연 1회 소속 대학원생이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학과 전공 교수 및 본 사

업단 참여교수들의 엄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된 발표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 본 사업

단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연 1회 학술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우수학술논문

상>을 수여하였다 . 또한 이와 함께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 2017년도에는 총 4명의 학생이 본 사업단의 운영 내규에 따라 1년간의 학술활동을 심

사 받고 우수 연구 인력으로 인정받아 사업단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 받은 바 있다 . 이러한 <우수학술

논문상> 수여 및 사업단 성과급 지원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고양시키고 , 연구 성과의 양적 ·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

- 본 사업단 및 본 사업단 소속학과의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총 2명)

- 연차별 사업단 성과급 지급(총 4명)

6) <대학원생연구장려기금> 조성 실적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에 <대학원생장

려기금> 계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 소속학과 교수 및 동문들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하였다 . 이 기금은

대학원생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 최근에는 약간의 기금

이 조성되어 대학 본부에 의한 투명한 관리와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 .

7)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하여 선정된 대학원생들

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계획 단계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

해 질적 우수성을 확보한 연구 성과가 다수 발표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구체적으로 2017년도에는

석사과정 1명 , 박사과정 5명이 선정되어 소정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며 , 사후 우수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단의 점검을 받고 있다 .

- 본 사업단 주최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석사과정 1명 , 박사과정 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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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여대학원생의 진로개발 성과

① 취업률(진학률) 및 졸업생 진로의 질적 우수성

 <표 3> 사업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업률(진학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참여대학원생 졸업, 취업 및 진학 현황

취업률(%)

(D/E)×100

진학률(%)

(C/F)×100졸업자

(G)

입대자

(B)

진학자(C)
취업자

(D)

취업

대상자

(E=G-B-C)

진학

대상자

(F=G-B-D)국내 국외

2017년 2월

졸업자

석사 4 0 3 0 0 1 4

0 75

박사 0 0 0 0 0

2017년 8월

졸업자

석사 3 0 2 0 0 1 3

50 66.67

박사 1 0 1 1 0

계 8 0 5 0 1 3 7 33.33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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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업률(진학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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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본 사업단에서 배출한 참여대학원생들의 진로는 박사과정 진학이 많다 . 이는 2013년도 2

학기부터 현재까지의 5년 정도의 사업 기간 동안 석박사과정을 모두 졸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

이다 . 그러나 최근에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했던 박사과정 학생들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문화어문

학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향후에는 참여대학원생의 박사학위 졸업자가 점

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국내외 교육기관 및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기관 , 산업체 등에 취업하는

학생 또한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에 있어 학 · 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 후 석사 졸업 이후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한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 진출한 학생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 이는 본 사업

단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투( Two)트랙 교육과정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 본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들

중 해외 대학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늘고 있어 , 현재 본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취업 지원 프

로그램 운영의 확대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진출 또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1 .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졸업생 진로 실적( 2016년 8월 ~ 2018년 2월 졸업)

본 사업단의 2016년 참여대학원생 졸업자는 석사 6명 박사 1명이며 , 2017년도 참여대학원생 졸업자는

석사 8명 , 박사 1명이다 . 2년 동안의 석사 졸업자 14명 중 박사 진학자는 7명으로 , 박사과정 진학율은

50%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석사 졸업자 중 총 6명의 외국인 석사과정 졸업자들은 모두

모국으로 귀국하였기에 국내 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률을 매우 높은 편이다 . 이와 함께 이 기간 동안

박사과정 졸업자는 총 2명으로 1명은 모국인 중국으로 귀국하였고 , 1명은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1) 2016년 8월 졸업자

- 박지수(석사) : 국립국어원 취업

- 한송이(석사) : 박사과정 진학

- 왕 민(박사) : 중국 귀국

2) 2017년 2월 졸업자

- 김소연(석사) : 박사과정 진학

- 전계성(석사) : 박사과정 진학

- 이민주(석사) : 박사과정 진학

- 쟝리홍(석사) : 중국 귀국

3) 2017년 8월 졸업자

- 김동연(석사) : 박사과정 진학

- 이철희(석사) : 박사과정 진학

- 샤오위자오(석사) : 중국 귀국

- 칸앞잘아흐메드(박사) : 상생문화연구소 취업

3) 2018년 2월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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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빙슈에(석사) : 중국 귀국

- 리화징(석사) : LG E l ect roni cs . ( Chi na I PO) 취업

- 왕자오디(석사) : 중국 귀국

- 페이전전(석사) : 중국 귀국

- 배은혜(석사) : 박사과정 진학

2016년~2017년 참여대학원생 졸업자 배출 실적 중 2016년 8월 졸업자 박지수의 경우에는 본 사업단의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로 취업한 경우이다 . 국립

국어원은 국가언어자원의 수집 및 국어 언어자원의 통합적 질서화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 따라서 본 사

업단의 교육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연구 기관에 본 사업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취업은 대외 기관에 본 사업단의 인재 양성 과정이 인정 받을 수 있음을 공인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외에도 국외 유학생인 칸앞잘아흐메드는 박사 학위를 수여 받은 후 대전에 위치한 상생문화연구소

에 전임연구원으로 취업한 경우이다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연구기관 취업은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이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도 충분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따

라서 현재 석사과정 졸업자의 경우 국내 학생의 경우에는 박사과정 진학을 통해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모국으로 귀국하여 진

로를 모색하거나 , 한국계 회사에 취업하여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 박사 과정의 경

우에는 졸업자의 수가 적긴 하지만 국내 관련 연구소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진로 현황(2016년 3월 ~ 2018년 2월)

이 기간 동안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중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 본 사업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 실무 능력을 익혀 관련 기관과 산업체에 진출한 학생은 다수 있다 . 그 중에서 본 사

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김명주는 석박사 과정 중 문화어문학 관련 산관학 연계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련 실무 능력을 익히고 , 전공을 살려 최근 국립국어원에 취업하였다 . 참여대학원생인 손유진 또한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 다수의 산관학 연계 연구프로젝트와 취업 관련 인턴쉽을 통해 실무

능력을 익힌 후 전공과 유관한 관련 지자체에 취업한 경우이다 . 이와 같이 학석사 연계과정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이후 관련 유관 기관에 취업한 참여대학원생도 다수 있어 본 사업단이 운

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

- 김명주(박사수료) : 국립국어원 취업

- 손유진(박사수료) : 충청남도청 공보관실 취업

3 .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최근 진로 현황(2016년 3월 ~ 2018년 2월)

본 사업단에 비록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최근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해외 교육기관 진출자

- 이민영 : 일본 마츠야마대학 한국어 교육 담당 교수(2017)

- 이윤선 : 중국 하얼빈대학 동어학원 한국어학과 객원교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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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교육기관 진출자

- 최은숙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2017)

- 김성은 :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2016)

- 최형우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2018)

- 전은경 : 경일대학교 후지오네칼리지 교수( 2018)

- 배지연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신진연구인력(2016)

- 최 준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신진연구인력(2017)

- 조유영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신진연구인력(2017)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졸업자의 최근 국내외 진로를 살펴보면 해외 교육기관에 취업하여 한국어교

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 국내 대학에 진출하여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 향후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 또한 해외 교육 기관 및 국내외 대학 , 연구기관 , 정

부기관 등에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본 사

업단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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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로경력 개발 지원 실적(참여인력 배출 이후 진로 추적관리 계획 포함)

 가. 취업지도/진로 개발 계획 대비 실적

취업지도/진로 개발 계획 대비 실적(계획)

 1. 취업 진로 프로그램 개발 실적

 1) 진로 설정을 위한 다양한 취업특강 실시

 본 학과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특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고 패기 넘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

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특강은 아래와 같다.

 ◇ 취업특강

 -2003년 강정영(카피라이터)

 -2004년 김재식(대구MBC보도국장)

         이영희(미대사관 한국어강사)

 -2005년 이경우(대구매일신문 편집국장)

 -2006년 박현정(육군정책정보홍보관)

 -2007년 임언미(대구문화예술회관 학예사)

 -2008년 황대화(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2009년 모상은(한국비전개발원 대표)

 -2010년 김영일(드림아카데미 대표이사)

 -2011년 우동윤(대구KBS 기자)

 -2012년 이정명(<뿌리깊은 나무> 소설가)

 -2013년 김중열(서울신문사 편집부장)

 -2014년 김준한(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2015년 우동윤(대구KBS 기자)

 취업특강을 통해 대학원생들은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현장 전문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

야의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방면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2) 산관학 연계프로그램 운영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취업률의 제고와 학위별, 전공별 진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단 아젠다와 유관한 전문 인력 양

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하여 본사업단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과 ‘영남지

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정하고 실용화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하고자 계획하였다. 현재 본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는 다음과 같은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통해 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업을 보

다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본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대구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MOU 체결

 본 사업단 소속 남길임 교수는 ㈜더아이엠씨와 대구시 안전 정보 관련 비정형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한 바 있고, 현재

대구 대표 산업인 패션 섬유 산업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 중이다. 남길임 교수팀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회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수행 중인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더아이엠씨, 한국패션산업

연구원, 경북대학교 남길임 교수팀의 컨소시엄 과제로, 과제명은 “어패럴 산업의 Customizing Marketing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의 MISP(Marketing Intelligence Service Platform)개발”(2014.11~2016.10)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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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명의 참여대학원생(서은영, 이수진, 이철희, 이민주)는 매달 어패럴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정기 세미나, 회

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어학적 연구가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직접 체험하고 나아가 활용 방안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본 사업단 소속 정우락 교수는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가

안내서 36책과 관련 영상물 36건을 만들었다. 또한 다큐멘터리《종가, 500년의 초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터키어로 번역하여 지역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종가문화의 세계유산적 타당성 검

토를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와 기획은 정우락 교수와 그 지도제자들,그리고 유관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나온 것으로, 산학 연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 운경재단과 함께 하는 치유인문학 강좌 공동 운영

 본 사업단 소속 정우락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운경재단과 함께 치유인문학 강좌를 공동 운

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마음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매달 1회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 사랑, 우정,

사회, 환경, 죽음 등의 주제로 강좌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강좌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정통 인문학의 권위자들

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민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 영남학 연구를 위한 상주문화원과의 MOU 체결

 본 사업단은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어문학 연구를 위해 상주문화원과의 MOU를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영남학

연구의 현단계’라는 주제로 2015년 11월 13일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단의 단장 백두현 교수와 부단

장 정우락 교수는 이 학술대회에서 <경북 북부 방언연구의 전망과 상주지역 방언의 특징>과 <영남문학연구의 반성적 전

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남지역 사상 및 어문학 연구자 5명이 발표할 계획이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본 사업단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이 다방면에서 검토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영남지역의 문화

어문학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월드리서치와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사업 공동수행

 본 사업단 소속 김덕호 교수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5년마다 수행하는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수의 전문 리서치 회사인 ㈜월드리서치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을 조사 및 분석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정기세미나를 통해 설문지 작성 및

지표 리뷰, 분석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업에 참가하여 획득한 실무 능력은 향후 리서치 회사에 전

문 연구 인력으로 취업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국립국어원과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사업 공동수행

 본 사업단 소속 김덕호 교수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한 ‘전국 방언 지

도 제작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한국방언학회와 국내 6개 대학(경북대, 서울대, 목포대, 세명대,

원광대, 부산교대)이 합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을 현장 조사 및

분석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설문지 작성 방법, 녹음 방법, 전사 기법과 방언 지도 제작과 같은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미리 수행한 경험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 연구직 공무원으로 취업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위의 몇 가지 사업을 모델로 문화어문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를 찾아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본 사업단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이 실용적인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취업 진로 프로그램 개발 계획

 1) 유관기관과의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도입

 본 사업단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문화어문학 관련 산업은 물론 유관기관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

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체 진출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학연산

연계과정 대학원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경북대학교의 제도 혁신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대학

원생들은 현장에 대한 감각을 지닌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사업단은 이 과정을 통해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한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취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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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본 학과와 협력 중이거나 협력 가능한 영남지역 유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업단과의 MOU 체결 기관

 -대구시 서구문화원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상호 협조 동의서 교환 기관

 : 경상남도 사천문화원,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대

구광역시 수성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 남명학연구원, 임고서

원, 동리목월문학관

 ◇현재 협력중인 기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전통문화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경산·상주·고령·성주·선산문화원: 선비문화강좌 참여

 -대구박물관: 시민교양인문강좌 프로그램 참여

 -운경재단: 치유의 인문학 프로그램 공동 운영

 -유네스코 대구 협회: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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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선비문화> 편집 책임자로 활동 중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선비아카데미 공동 기획.운영

 -영남문화연구원: 영남선비문화강좌 기획.운영

 -임고서원: 시민교양인문강좌 프로그램 참여

 -경상남도 기장군: 기장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참여

 2) 지역 유관 기관과 상시적 협의체 구성

 본 사업단은 지역 내의 문화어문학 유관 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원 등 다양한 기관들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단체와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상시적 협의체 구성은 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실무 겸비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은 지역어문학에 대한 이해, 자료 수집 및 질서화, 연구 결과의 실용화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대학원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나아가 그들이 문화어문학 분야에서 실무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이제까지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고려한 언어 자료 처리 인력의 양성

 : 남길임 교수는 ㈜더아이엠씨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성된 웹 데이터 구축과 언어 처리에 특화

된 인력들은 향후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경험을 가진

인력들은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나 지역 기반 데이터 전문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지역 종가 다큐멘터리 및 번역물 제작 인력

 : 정우락 교수는 201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영남지역 종가 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물은 다큐멘터리 <종가, 500년의 초대>로 제작되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터키어판으로 번역되

었다. 서윤이 등 이 사업에 참여한 인력들이 지역문화 다큐멘터리 및 번역물을 제작하는 기관에 취업한 바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참여대학원생 梁釗는 한국의 다양한 저작물들을 번역하여 중국 현지에서 출간하였다. 『李尙圭詩選』(河北大學

出版社, 2012), 『素井漫談』(河北大學出版社, 2014), 『自然與倫理-吳晩煥詩與詩評選集』(河南人民出版社, 2015)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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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치 조사 및 분석 전문 인력

 : 김덕호 교수와‘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사업’을 공동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월드리서치(주)와 같은 전국 단위의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는 설문 조사 및 데이터 분석에 능숙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리서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을 조사 및 분석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정기 세미나를 통해 설문지 작성 및 지표 리

뷰, 분석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사업단에서 양성된 인력은 전국 단위의 리서치 전문 업

체에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

 -국가기관 연구직 공무원 맞춤형 인력

 : 김덕호 교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6개 대학과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 단위의 ‘전국 방언 지도 제

작 사업’을 통해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을 현장 조사 및 분석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설문지 작성 방법, 녹음 방법

, 전사 기법과 방언 지도 제작과 같은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

업을 미리 수행한 경험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 연구직 공무원으로 취업할 경우 맞춤형

연구 인력으로 실무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다.

 - 인문학 강의 인력

 : 본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진연구인력과 참여 대학원생 가운데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

민강좌에 참여하여 강의하고 있다. 강의를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참여 인력은 다음과 같다.

 박지애(신진연구인력)-인문학술원의 기장인문학, ‘한국의 고전문학과 민요의 세계’

 손유진(참여 대학원생)-부산퇴계학연구원, ‘영남의 누정과 누정문학’

 김종구(참여 대학원생)-문경문화원, ‘조선조 선비들의 유산문화’

 4) 연구기관 및 국가기관 진출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본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경우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매년 2~3명을 특채로 채용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국어원에 연구직 공무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2년간 본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은 한글

박물관(신하영, 박사수료, 국어학) 및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김지혜, 박사수료, 현대문학)로 취업이 되었다.

 이들의 취업은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의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향후 사업에서도 본 사업단

은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취업한 졸업생들과 대학원 재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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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도/진로 개발 계획 대비 실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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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업 진로 프로그램 개발 실적

1) 참여대학원생 진로 설정을 위한 다양한 취업 특강 실시

본 사업단 소속 학과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기 취업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 취업 특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및 2017년도에 진행된 특강은 다음과 같다 .

- 취업관련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 2016년

프로그램명 주제 일시 및 장소 강연자

취업 관련 전문
가 특강

공무원 , 어떻게 준비할 것인
가?

11 .21. (월)

16 :30
인문대학 423호

김대경
(교육공무원)

진로 ,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1 .22. (화)

18 :00
인문대학 428호 최경록

(한국인재개발원)

취업 ,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2 . 2 .(금)

16 :30
인문대학 428호

대구 근대골목 기획과 김원
일의 <마당깊은집>

11 .29. (화)

18 :00

인문대학 428호

이원동
(경북대 초빙교수)

고전문학에서의 문학사상사
적 배경

11 .25. (금)

16 :30

인문대학 423호

강구율
(동양대 교수)

국어학 , 연구와 미래 취업
11 .28. (월)

16 :30

인문대학 428호

송현주
(계명대 교수)

2017년

프로그램 명 주제 일시 및 장소 강연자

취업 관련 전문
가 특강

국문학도로서 어떻게 살 것

인가?

10 .12. (목)

10 :30

인문대학 423호

김재윤

(이마트)

일본 내 한국학 전문 인력의

진로 현황과 전망

2018 .1 .19. (금)

15 :00 대학원동
교수회의실

이민영

(일본 마츠야마 대학 교수)

한중 인문교류와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동향

2018 .2 .6 . (화)
16 :00 대학원동

교수회의실

곽민선
중국 연변대 교수)

본 사업단에서는 향후에도 취업 특강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에게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현장

전문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어문학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본 사업단의 아젠다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2017년도부터 국내 취업 관련 특강 이외에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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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 향후에도 해외 교육기관 및 관련 산업체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

를 초빙하여 대학원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그 시야를 더욱 넓히는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 .

2)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 이와 함께 실무 현

장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왔다 . 본 사업단의 궁극적 목표가 문화어

문학의 연구와 실용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향성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다 . 또한 실무 인력 양성이라는 본 사업단의 교

육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수행은 좋은 방법이 되었다 .

( 1) 어패럴 산업의 Cus tomm iz ing Marke t i ng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의 M ISP( Ma rket i ng

I nte l l i gence Serv i ce Pal t f orm) 개발(2014.11 .~2016 .10. )

이 프로그램은 주관부처가 중소기업청이며 , (주)더아엠씨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그리고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남길임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과제였다 . 이 과제에는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

생들이 다수 참여하여 어패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정기 세미나 참석과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의 산

업화에 대한 실무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

(2)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2015 .11.~2016.11)

이 프로그램은 주관부처가 중소기업청이며 , 참여교수 남길임과 참여대학원생 서은영 , 이수진이 어패

럴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성 어휘를 선정하고 , 이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로서 참여

대학원생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였다 .

(3)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2016.007~2017 .007)

이 프로그램의 발주처는 경상북도청이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정우락과 다수의 참여대학원생에 의

해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와 함께 <종가 , 500년의 초대>라는 기획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 이 다큐멘

터리는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불어 , 터키어로 제작되었고 , 관련 유관 기관 및 산업체와의 연계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따라서 산학 연계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고 , 이를 통해 참여한 대학원생

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4) 운경재단과 함께 하는 치유 인문학 강좌 공동 운영( 2016 .03~2017 .02.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는대구지역 운경재단과 협력하여 ‘ 운경재단과 함께하는 치유 인

문학 강좌 ’ 를 공동 운영하였다 . 2016년에는 ‘ 가정을 살리자 ’ 라는 주제로 매달 1회 강좌를 운영해
왔다 . 이 강좌는 대구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정통 인문학 권위자들을 모셔와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 또한 여기에는 시민강좌 운영에 있어
참여대학원생들을 참여시켜 시민강좌 운영의 과정과 강좌 기획에 대한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배

려하였다 .

본 사업단은 위에서 열거한 모델 외에도 문화어문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산관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산관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들

이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키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

3) 유관기관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도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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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문화어문학 관련 산업은 물론 , 유관 기관으

로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고자 하였다 . 특히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의 향후 진로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였다 . 이러한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대학원생들이 현장에 대한

실무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주관 '성주문화원 소장자료 목록 조사 ' ( 2017 .06.12 .~07 .31) : 참여대학원생

김소연(박사과정) , 신소윤(석사과정) 참가

현재 본 학과와 협력중이거나 협력 가능한 영남지역 유관 기관은 다음과 같다 .

◇ 사업단과의 MOU 체결 기관

- 대구시 서구문화원

-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 상호 협조 동의 기관 : 경상남도 사천문화원 ,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 경상북도

성주문화원 ,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원 ,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 , 남명학연구원 , 임고서원 , 동리목월문학관

◇협력기관

- 경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 전통문화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 상주향교 : 유교아카데미 참여
- 운경재단 : 치유인문학프로그램 공동 운영

4) 유관기관과의 상시적 협의체 구성 실적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유관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왔다 . 현재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원 및 서원 , 그리고 문학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시적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들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 졸업한 이후에

도 취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협력 체계 구축

- 선비문화연구원 협력 체계 구축

- 율촌재단과의 전통음식조리서 관련 협력체계 구축

- 한글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한글 문헌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 세계김치연구소와의 김치 어휘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 경북도청과 삼국유사 , 지명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5) 기타 실무 겸비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실적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들은 지역 어문학에대한 이해 , 자료 수집 및 질서화 , 연구결과의 실용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적 능력을 갖추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리고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종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 언어자료 처리 및 아카이브 구축 전문인력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남길임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더아이엠씨(주)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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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는 한국어 분석 및 데이터구축에 능숙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향후 언어 자료 처리 및 아카이

브 구축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였다 .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및

자연언어처리 전문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 졸업 이후에도 이 분야 전문인력으

로서 진출할 수 있는 실무적 감감을 키울 수 있었다 .

- 지역 종가 다큐멘터리 및 번역물 제작 인력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정우락교수는 2011년부터 10년을 계획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 영남지역 종가

문화의 세계화 ’ 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최근 그 결과물로 다큐멘터리 <종가 , 500년의 초대>

라는 영상물이 제작되어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프랑스어 , 터키어판으로 출간되었다 . 이 사업에 참여

한 대학원생들은 향후 지역 문화 다큐멘터리 및 번역물 제작을 위한 유관 기관이나 전문 업체에 종사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확보하였다 .

- 국가기관 연구직 공무원 맞춤형 인력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김덕호 교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6개 대학과 공동연구로 수행하
였던 국가 단위의 ‘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사업 ’ 은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지역과 관련된 방언

조사 및 분석 작업에 참여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방언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방법 , 녹
음 방법 , 전사 기법과 방언 지도 제작 등의 실무 능력을 참여대학원생들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

다 . 향후 이러한 실무 능력은 참여대학원생들이 국립국어원과 같은 유관 국가기관에 연구직 공무원으
로 취업하는데 있어 맞춤형 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 인문학 강의 전문 인력

: 본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 중에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인문학 강연 전문 인력으로서의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

구분 성명
주관단

체
프로그램명 강의 주제 일자

신진연구

인력
배지연

대구시

청
대구시민대학 생로병사의 인문학 2017 .4 .13.

한국출

판진흥

원

길 위의 인문

학

길 위의 시인들과 감

정 혹은 기억
2017 .7 .22.

인문학

술원

포항청소년인

문학

포스코와 산업화 , 그

리고 난쏘공
2018 .1 .27.

신진연구

인력
조유영

상주문

화연구

소

선비문화아카

데미

경북 선비의 풍류문

화
2017 .5 .16.

상주향

교

유교문화아카

데미

조선 선비들이 찾은

이상향-구곡문화
2017 .10.30 .

참여대학

원생
최은주

한국국

학진흥

원

도민의식 함

양 연수

농암 이현보를 통해

본 효 정신
2017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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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

원생
제갈덕주

대구지

방노동

청 서부

지청

국어문화학교
공문서 및 보고서 작

성법
2016 .10.11 .

공군 제

16전투

비행단

국어문화학교 병영 언어 예절 2016 .10.10 .

대구 동

구청
국어문화학교 공공언어 바로 쓰기 2016 .9 .3 .

참여대학

원생
김명주

육군 제

5837부

대 6대

대

국어문화학교 병영 언어 예절 2017 .7 .27.

대구서

부소방

서

국어문화학교 공공언어 바로 쓰기 2016 .9 .20.

5) 연구기관 진출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본 사업단참여대학원생 중에는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일선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

고 있다 . 최근에도 국립국어원 및 한글박물관과 같은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에 연구직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 이러한 취업이 가능한 것 또한 본 사업단의 인재 양성 방향이 적절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이에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 취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이

러한 기관에 취업한 졸업생들과 참여대학원생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연구

기관으로의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 구체적인 성과

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향후 더욱 강화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진로 및 취업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 참여대학원생 및 소속학과 대학원생 공공기관 취업 현황

-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서윤이 , 소속학과 대학원생 , 석사학위 취득) (2013)

- 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신하영 , 소속학과 대학원생 , 박사수료) ( 2015)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김지혜 , 참여대학원생 , 현대문학 박사수료) ( 2015)

- 국립국어원 학예보조(박지수 , 참여대학원생 , 국어학 석사학위 취득) (2016)

- 국립국어원 학예보조(김명주 , 참여대학원생 , 국어학 박사수료)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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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에서는 향후 현재의 참여인력 진로 추적 ·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

축할 예정이다 . 현재의 진로 추적 · 관리 체계는 참여대학원생에만 집중하여 졸업 이후 6개월 이내에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졸업생의 진로를 확인하고 ,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참여대학원생 취업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본 사업단의 기존 참여대학원생

진로 추적 · 관리 시스템은 나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참여인력 진로 추적 ·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보완 방향은 첫째 , 대상 범주를 신진연구인력까지

확대하고 , 둘째 , 정기적인 진로 추적 ·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 셋째 , 이러한 변동사항 및 진로 관리 사

항 전반을 참여인력 진로 관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 우수 취업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

지를 통해 게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로 추적 ·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향후 본 사업단의 인력 양성 방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하고자 한다 .

- 참여인력 진로 추적 · 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

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

②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관리

③ 정기적인 진로 추적 · 관리 계획 수립(졸업 및 퇴단 이후 1개월 이내 진로 조사 , 6개월을 주기로 참

여인력 전면 조사 시행)

④ 조사 결과는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 변동사항 및 진로 관리 사항 전반을 참여인력 진로 관

리 대장에 기록

⑤ 우수 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본 사업단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

⑥ 해외 및 국내 우수 취업자의 경우 사업단 취업 특강 및 전문가 초청 특강 초빙

⑦ 진로 추적 · 관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누적 데이터를 통해 향후 본 사업단의 인력 양성 방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모색(사업단 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환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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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생 연구역량

4.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최근 2년)

①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표 4> 참여대학원생 논문 및 저서 환산 편수 실적

항목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3.5 7.7 0 11.2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1 0 0 1

학술 저서

환산편수

국어 0 0.1764 0 0.1764

외국어 1.5 0.25 0.7486 2.4986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6 8.1264 0.7486 14.875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0.5613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 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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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대학원생 대표 연구실적의 우수성

가.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대표논문 및 저서의 우수성

<표 5>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대표 실적 목록

연번
논문/저서

구분
논문명/
저서명

논문게재/학술저서 정보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성명

주저자
여부

객관적 우수성
게재학술지명/

출판사명
연월

(YYYYMM)

1 논문

언어지리
학적 분포
를 통해 본
한ㆍ중 한
자음 변화

연구

Journal of
China Studies

201604 왕민 주저자
사업단 아젠다

(한국어문학의 국제화) 관련
외국인 학생 논문

2 논문

최인훈의
<가면고

>에 나타난
가면의 의

미

정신문화연구 201606
칸앞잘아흐메

드
주저자

사업단 아젠다
(한국어문학의 국제화) 관련

외국인 학생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연계

3 논문

종가문화
의 인류무
형문화유
산 등재 방

법 연구

영남학 201608 황명환 공동저자
사업단 아젠다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
어문학적 접근) 부합

4 논문

<한청문감
>에 나타난
ㆍ표기와
그 변화 양

상

한글 201612 김명주 주저자
사업단 주력 분야(한국어문학

자산의 실제적 분석) 부합,
국어학 분야 대표 학술지 게재

5 논문

의류 상품
평 텍스트
에 나타난
감성표현

연구: 의미
특성, 극성,
속성에 따
른 분류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201703 서은영 주저자
사업단 아젠다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관련) 부
합

6 논문

대규모 웹
크롤링 말
뭉치를 활
용한 신어

사

한국사전학 201705 이수진 공동저자
사업단 주력 분야(한국어문학

자산의 실제적 분석) 부합,
사전학 분야 대표 학술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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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추이 조
사의 현황

과 쟁점
KCI 피인용횟수 2

7 논문

복식어휘
의 분류법
에 관한 어
휘의미론
적 연구 :
'옷' 포함
복합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01708 제갈덕주 주저자
사업단 아젠다

(어문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 부합

8 논문

｢윤회설｣
에 나타난
김동리의
현실 인식
연구 -두꺼
비 알레고
리를 중심

으로-

우리말글 201709 전계성 주저자
사업단 아젠다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
어문학적 접근) 부합

9 논문

'콘텐츠'의
개념 정의
에 관한 언
어문화론
적 접근

우리말글 201709 제갈덕주 주저자
사업단 아젠다

(어문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 부합

10 논문

『연행록
』에 대한
한중 협력
연구의 필
요성 과 방

안 모색

인문사회21 201710 량짜오 주저자

사업단 아젠다
(한국어문학의 국제화) 관련

외국인 학생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연계,

KCI 1회 피인용

11 논문

문학경관
(文學景觀
)의 관점에
서 바라본
연광정(練

인문사회21 201712 량짜오 주저자

사업단 아젠다
(한국어문학의 국제화) 관련

외국인 학생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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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대표실적 우수성 제시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대표실적 우수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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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선정평가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논문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논문 실

적의 정량평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참여대학원생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

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사업단에서 대표실적으로 제시한 논문은 KCI에 피인용되거나 전공 분야

의 주요 등재지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 어문학 텍스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실제 영역에서의 실

용적 가치를 모색하였으며, 연구 영역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어문학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화적인 접근

과 실용적 활용, 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모색하는 본 사업단의 교육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실적의 우수성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1. 왕민 , ‘ 언어지리학적 분포를 통해 본 한ㆍ중 입성 한자 자음의 변화 연구 ’ , “Journal of China Studies” ,

19권, 2016.04.30.

본 논문은 한 · 중 입성자음의 변화 시기 및 그 변화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 한‧중 입성자 운미 곧 입성운미

‘ -p,-t ,-k ’ 와 양성운미 ‘ -m,-n,-ŋ ’ 이 중국과 한반도에 걸쳐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했는지를 언어 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 한‧중 입성자음에 대한 연구는 한국 한자음에 대한 재구와 그

변화 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 한국어문학의 국제적 연구 확장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논의라고 판단된다 .

2. 칸앞잘아흐메드 , ‘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 -인도 문화 브라흐마교의 사유에 근거하여 ’ ,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제39권 제2호(통권 제143호)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6.06.30.

이 논문은 최인훈 문학과 불교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 인도의 브라흐마교와

관련이 있음을 논의한 것이다 . <가면고>에 나타난 고대인도의 인물과 브라흐마교의 문화어 표현 , 그리고 기

원전 천년 경의 시간 설정 등을 보면 브라흐마교 사유에 기반을 하고 있고 , 이를 밝힘으로써 가면고의 세계

문화적 가치를 밝힐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 이와 같은 소설에 대한 고대 인도의 문화적 접근 방법은 사업단

에서 추구하는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정신을 구현 및 확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백두현(참여교수) , 황명환(참여대학원생) , ‘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 , “영남학” 30,

2016.08.30.

이 논문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 종가문화 ’ 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어문학 자산을 연구한

논문이다 .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융합적인 시각에서 탐구하

고자 한 논의로서 , ‘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 ’ 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잘 부합하는

연구 성과이다 .

4. 김명주 , ‘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아래아) 표기와 그 변화 양상 ’ , “한글” 314, 2016.12.30.

이 논문은 국어사 연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ㆍ의 비음운화 시기를 밝히는 데 기여한 논문이다 . 이 연

구에서 <한청문감>에 반영되어 있는 ㆍ(아래아)의 변화 양상에 대해 음절의 위치와 선행 자음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고 , 이를 바탕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보았다 . 그 결과 , 다수의 선행

연구와 달리 18세기 후기는 ㆍ의 비음운화 완료 단계가 아닌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음을 밝혔다 . 국어음운사

에서 쟁점이 되어 온 주제를 실제 문헌의 분포양상과 통계적 결과로 논증한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5. 남길임(참여교수) , 이수진(참여대학원생) , 최준(신진연구인력) ,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 “한국사전학” 29, 2017.05.31.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한국사전학의 KCI IF는 0.91로 해당 학문분야(인문학>사전학)의 유일한 학술지이다. 유

사 학문분야인 ‘ 인문학>언어학 ’ 에 속한 25종의 학술지와 비교했을 때 이는 3위에 해당하며 , ‘ 인문학>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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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문학 ’ 에 속한 94종의 학술지와 비교했을 때 23위에 해당하여 게재 학술지의 질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이 2017년 5월에 게재된 후 2017년 12월까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KCI

피인용횟수 2로 확인되어 게재학술지뿐만 아니라 대표 논문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은 10년 단위의 미시적, 통시적 언

어 연구로서 온라인상의 구체적인 언어 맥락에서 개별 신어들이 사용되는 추이를 분석한 논문으로 ,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계 활동의 대표적인 산출물로서 의의를 갖는다 .

6. 서은영 , ‘ 의류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표현 연구- 의미 특성 , 극성 , 속성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 ’ , “어문론총” 71, 2017.03.30.

지금까지 감성어휘에 관한 연구는 감성분석의 데이터로서 주로 대규모의 언어자료로서 감성어휘를 고창하

였다 . 본 연구는 국어학적 측면에서 감성표현을 ‘ 주관성, 객관성 , 주체성 , 대상성 ’ 이라는 네 가지 의미특

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을 밝혔고, 또한 의견 보유자의 감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전형적인 감

성 텍스트인 의류 상품평 텍스트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감성어휘의 극성과 속성을 분

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실제 상품평의 어휘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화어

문학의 실용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단의 연구방향과 겹쳐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7. 제갈덕주 , ‘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 : ‘ 웃 ’ 포함 복합어를 중심으로 ‘ , “언어과학”

24권 3호 , 2017.08.31.

이 연구는 명사어 ‘ 옷 ’ 에 내재된 복식문화를 어휘의미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 언어연구를 통한 문화분

석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옷 ’ 은 인류보편적 성격을 지닌 문화적 요소이며 , 복식문화또한 인

류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적 잣대가 되어왔다 . 본 연구는 ‘ 옷 ’ 의 복합어에 나타나는 어휘 내적질서를 분석하

는 과정에서 ‘ 복식문화 ’ 가 지닌 다양한 함의들을 살펴봄으로써 복식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접근을 시

도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단의 아젠다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8. 전계성 , ‘ 「윤회설」에 나타난 김동리의 현실 인식 연구 ’ , “우리말글” 74, 2017.09.30.

이 논문은 <윤회설>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김동리의 정치적 위상을 새롭게 정향하고자 하였다 . 특히 김

동리의 <윤회설>에 나타난 두꺼비 알레고리에 대한 정밀한 독해를 통해 지금까지 제시된 두꺼비 알레고리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려는 시도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김동리의 순수문학론을 단순한 우

익 문학론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해방 공간 내에서 그의 사상적 변화를 추적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영남지역 작가와 그 문화적 배경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지향과 맞닿아있다.

9. 제갈덕주 , ‘ ‘ 콘탠츠 ’ 개념 정의에 관한 언어문화론적 접근 ‘ , “우리말글”74, 2017.09.30.

‘ 콘텐츠 ’ 라는 어휘의 개념 정의에 대해 언어문화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 연구는 사전 뜻풀이와 전

문가들의 새로운 개념 인식 현황 , 사용례에 있어서 공기어 분석을 통해 ‘ 콘텐츠 ’ 가 지닌 실질적 의미를 파

악하였다 . 한 어휘의 사전 뜻풀이 , 전문가 인식, 사용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의성에 기반한

언어문화적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 콘텐츠 ’ 라는 추상명사에 대해 언어문화라는 통합적 관접에서 개념 연

구를 시도함으로써 어휘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한 연구로 평가된다 .

10. 량짜오 , ‘ <연행록>에 대한 한 · 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 , “인문사회 21” 8권 5호 ,

2017.10.30.

연행록은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군이다 . 동아시아 학계에

서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 연행록학 ’ 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 붐을 형성할 추세이다 . 이 논문은 한중 연행

록 연구사를 검토한 뒤, 이러한 학문을 정립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 학계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논의하였다 .

105-384



이 논문은 KCI 1회 피인용되었으며 , 향후 연행록학의 형성 및 연행록의 유네스코 등재 노력에 학술적인 역할

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11. 량짜오 , ‘ 문학경관 (文學景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광정 (練光亭) ’ , “인문사회 21” 8권 6호 ,

2017.12.31.

연광정은 한국 역사문화에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이 논문은 연광정의 독특한 지리 위치를 고려함으로써 문학지리학에서 제기하는 문학경관이라는

이론을 이용하여 연광정을 해독하였다 . 이 논문은 연광정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문

학경관의 최종 목표는 경관의 산업화이다. 본 연구는 연광정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

를 살려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는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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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표 6>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편수

구 분

최근 2년간의 학술대회 발표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6년 2017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총 건수 5 11 16 5 10 15 10 21 31

총 환산편수 7.5000 9.5000 17.0000 9.1250 8.8333 17.9583 16.6250 18.3333 34.9583

1인당 환산편수 1.3191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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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계획 대비 실적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대비 실적 포함)

가.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계획 대비 실적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계획 대비 실적(계획)

 ◇ 최근 2년간 대학원생 연구 역량의 성찰과 향후 연구의 방향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

적인 방법으로는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를 비롯하여 전문가 초청과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

내외 학술 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 지원, 해외 연수 지원, 정기적인 전공별 집담회와 연구 논문 계획서 공모전,

우수 학술 논문상 실시 등이 그것이다. 향후 사업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심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다.

1. 대학원생 학술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쌍방향멘토제》실시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글로벌시대 인문학 연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원서 해독 능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국제 및 국내 학술논문 집필 능력 향상을 위해 내외국인《쌍방향멘토제》를 실시했다.《쌍방향멘토제》는 기존 어학 수

업의 수동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내국인 대학원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을 일대일 파트너로 지정해

필요한 어학능력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로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외

국인 대학원생은 한국어 능력을, 내국인 대학원생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냈다. 정의철과 쭈즈훼이의 <문장 차원에서의 한국어 “-고 있-

”과 중국어 “在”, “着”의 대조 연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9, 연세대 한국어학당, 2013. 12), 현영희와

탄나나의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양상 - 중국인 학습자의 ‘때문’ 구성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텍스트언어학

>> 3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3.12.), 홍미주와 위원징의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

.경음.격음 교육 방안>(<<한국어교육>> 24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3.12.) 등이 대체로 그러한 것이다.

 이처럼 쌍방향 멘토제에 선정된 참여대학원생은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도 진행할 수 있었

던 것이다. 이에 본 사업단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사업에서도 내·외국인간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우수

한 외국학생들의 적응과 연구결과물의 국제화를 위해 《쌍방향멘토제》 시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

램은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국제화 지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인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타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멘토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2. 전문가 초청특강 프로그램 운영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아젠다와 관련된 문화론의 이론, 연구 방법,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문화

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1년에 3회 이상 특강을실시했다. 2년간 사업에서 실시한 특강 프로그램은 이종묵(서울

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조선 선비의 집>, 김하수(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언어 연구와 사회 발전에 대한 통합

적 인식>, 천정환(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현대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문화론적 연구> 등 7차례이다. 전문

가 초청특강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에게 어문학 연구에 있어 문화론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

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향후 사업에서는 아젠다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문화어문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특강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방언과 지역문화의 상관성

 - 국어정책론의 과거와 현재

 - 음운변화의 문화적 함의

 - 문헌어와 구술어의 거리

 - 동아시아의 문자와 문화

 - 근대 한문학의 문화적 함의

 - 18세기 경화세족과 지방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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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와 시화가 갖는 문화적 의미

 - 영남지역 가사문학의 연구방법론

 - 매화로 읽는 문화사

 - 역사소설이 지닌 지역성

 - 근대문학과 대구지역의 동인활동

 - 근대 대구 시인들의 문화이해의 수준

 - 작품 삶 공간의 문화론적 접근

3. 해외 석학 초청 강연 프로그램 운영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대학원생의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과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베르너 삿세(독

일 보훔대학교 교수)의 <외국인이 본 한국고전과 고전문학>, 신성철(호주 뉴 사우스 웰즈대학교 교수)의 <호주의 한국학

동향과 향후 과제>, 후지모토 유키오(일본 레이타쿠대학교 교수)의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오구라문고에 대하여>, 양바

오중(중국 하북대학교 교수)의 <불교문화가 근대 한자에 미친 영향> 등 8차에 걸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8회의 특

강을 통해 대학원생들은 독일·호주·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중국 등 동·서양을 망라한 외국대학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학의 교육과 연구 경향을 접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세계적 가치와 비교 문학적 시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향후 사업에서도 최근 2년간의 사업에서와 동일하게 해외 석학 초청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서는 횟수를 더 늘일 계획이다. 예상되는 특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20C 초 외국인의 한국어 연구

 - 유럽의 한국언어문화 연구 현황

 - 표준어와 민족주의

 - 동아시아 근대에서의 지역 농민의 역할

 - 동아시아의 문학적 구도, 근대와의 만남

 - 딱지본 소설의 유통과 일본문학

 - 동아시아 문학에서 가투가 갖는 의미

 - 근대와 대구지역의 문학

 - 연행록과 연행로, 그 문화적 의미

 - 해유록을 통해 본 18세기의 조선과 일본 문화

 - 근대문학과 만주라는 공간의 문화적 의미

4.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본 사업단에서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문

화어문학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및 현장과 연계된 교육의 기회로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본

사업단의 연구 추진 계획에 따라 영남 권역별(영남 동부권, 영남 서부권, 영남 중부권)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고 있으

며 주로 지역의 어문학 자산 및 문화콘텐츠 현장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다.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학기당 1회, 연간 2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향후 사업에서도 지금까지 운영된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영남지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에 대한 조사

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이를 호남과 경기 등 비교문화적 의미에서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자연히 지역의 문화 산업체와 지역 축제 현장, 문화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예상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신라문화와 경주지역의 어문학

  - 임진왜란과 낙동강 유역의 어문학

  - 가야문화와 김해지역의 어문학

  - 영남지역 어문학과 해양문화의 특성

  - 상주지역과 기호, 영남 어문학의 소통공간

  - 문경지역과 속리산권의 구곡문화

  - 섬진강 유역과 영호남의 어문학적 소통

  - 영남지역과 삼국유사: 비슬산과 팔공산

  - 문화어문학의 생성공간, 양동과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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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 첫째, 사업 초기부

터 내국인 대학원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을 ‘ 쌍방향 멘토 ’ 로 지정하여 상호간의 어학능력을 향상하고자 지원

하였다 . 둘째,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방향에 부합하는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분야의 학술 및 실제적

연구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단 교육 목표 중 하나인 국제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외 한국학 분야의 석학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넷째, 지역 어문학과 문화 현장을 답사하고 연구주

제 및 방법을 실제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 대학원생 학술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실시

본 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 쌍방향멘토제 ’ 를 통해 멘토로 지정한 학생 상호간에 어학능력이 향

상되었고 ,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논문 작성에 성과를 보였으며 , 한국인 학생들은 국외학술

대회 발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 최근 2년간 <쌍방향 멘토제> 현황

- 이수진(국어학 박사과정) - 정해연(프랑스 , 국어학 박사과정)

- 김세연, 강현아(국어학 석사과정) - 정해연(프랑스 , 국어학 박사과정)

- 최은주(고전문학 박사과정) - 전설련(중국 , 고전문학 박사과정)

- 황명환(고전문학 박사과정) - 량짜오(중국 , 고전문학 박사과정)

◇ 최근 2년간 <쌍방향 멘토제> 관련 실적

1) 국제학술대회 발표 (4건)

- 이수진 , 정해연 , 최준 , “The Li fe and Death of Neol ogisms: On What Basis Shal l We Incl ude Neol ogisms in

the Dict ionary? ” , (The XVI I EURALEX Internati ona l Congress , 조지아 , 2016.09.05-2016.09.11.)

- 최준 , 정해연 , 김세연 , 강현아 , “Repor t on the Automat i c Ext ract ion of Korean Scient i f ic Phrasal Term

Candidates, wi 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Corpus Linguist ics Internat iona l Conference, 영국 ,

2017.07.25.)

- 정해연 , 한송이,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Trea tment of Dial ecta l Headwords in the Unabr idged

Dict ionary of Standard Korean”(18th EURALEX Internat iona l Congress , 슬로베니아 , 201807; 2018.02 발표수락

확정)

- 량짜오, “異域與西域 : 燕行使對回回國的認知”(중국문학지리학회 , 중국 , 2017.07.22.)

정해연의 경우, 이수진의 참여대학원생 기간만료로 인해 새로운 멘토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 그 결

과물로 국제학술대회 발표 성과를 거두었다 . 쌍방향 멘토제의 결과로 내외국인 학생의 공동연구 풍토가 활성

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문학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하였다.

2)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논문 성과(총 2건)

- 량짜오, ‘ <연행록>에 대한 한 · 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 , “인문사회 21” 8권 5호, 2017. 10.

- 량짜오, ‘ 문학경관(文學景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광정 (練光亭) ’ , “인문사회 21” 8권 6호, 2017. 12.

쌍방향 멘토제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 연구 기반이 안정된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논문이 등재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들의 연구는 한국어문학의 국제적 연구 확산에 일조하는 한편 , 사업단에서 역

점을 두고 있는 문화어문학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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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인 학생들의 어학 및 연구 능력 향상

쌍방향멘토제는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 내국인 학생들은 향상된 외국어 능력을 기반

으로 사업단에서 지원한 다양한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 향후 연구방향 및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 사업단 지원 해외연수 참여 및 주도적 활동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 ivers i 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 Lecture & Seminar Tra ining for the internati ona l isat i on and impl ementat ion of Korean Humani t i es

Studies ’ , 2017.01.23.-2017.02.07. (한송이 , 김세연, 강현아)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 연수 ‘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 , 2018.01.18-2018.01.21.(황명환 , 전설련 , 최은

주)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장기 연수 ‘ 미국 내 한국학 동향 파악 및 사회언어학 기반 역동적 언어지도제작프

로그램 개발 연구 ’ , 2018.01.10.-01.31.(한송이)

- 향후 연구 및 진로 모색

량짜오와 쌍방향 멘토를 진행해온 황명환은 향상된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분야인 ‘ 논어 ’ 와

관련하여 중국내 학술 제반 사항을 교류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중국 곡부사범대 소속 공자연구소(중국 산동

성 곡부시 소재) 해외연구원을 지원하고자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하반기에 결과를 받게 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 본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쌍방향 멘토제는 내외국인간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우수한 외

국학생들의 적응과 연구결과물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국제화 지표에 긍정

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

2. 전문가 초청특강 프로그램 운영

그간 본 사업단에서는 아젠다와 관련된 문화론 이론, 연구 방법, 적용 사례 등과 관련한 문화어문학 분야

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참여대학원생의 이해력 제고에 노력해왔다. 이를 기반

으로 하여 최근 2년 동안 사업단에서는 개별 연구방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화된 연구방법론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여 문화어문학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 이와 함께 지역어문학 및 한국학 분야의 연구

동향 및 전망에 관한 특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성을 진단하고 , 나아가 한국학 전문 인력으로서 해

외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최근 2년간 진행된 전문가 초청특강은 다

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 실적(총 6회, 연 3회 목표 달성)

- 곽충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북한 지역 방언의 자료와 연구, 2016.04.18.

- 이재연(UNIST 기초과정부 교수) , 텍스트 안과 밖-문화론적 문학 연구의 국내외 동향, 2016.05.03.

- 장우권(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한글정보자원, 2016.07.27.

- 신해진(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지역어문학과 문화가치 연구의 전개와 전망 , 2017.05.26.

- 최운호(목포대 교수) , Human i t i es Compu t i ng :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자료의 분석, 2017.06 .09.

- 이민영(일본 마치야마 대학 교수) , 일본 내 한국학 전문 인력 진로 현황과 전망,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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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어문학 자산의 문화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

를 심화하였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하였

다.

3. 해외석학 초청강연 프로그램 운영

그간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생의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과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각

분야의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2년 동안 사업단에서는 한일 문화 교류

의 관점이나 비교연구 방법으로서 해외한국학 연구동향을 살필 수 있는 해외석학 초청특강을 2회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국내 한국학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문학 연구방법 및 그 방향성을 진단할 수 있는 특강을 실시하였

다. 최근 2년간 진행된 해외석학 초청특강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해외석학 초청 특강> 운영 실적

이노우에 후미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소장) ,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 2016.06.23.

김호웅(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 중국 조선문학의 거장 김학철, 2017.06.23.

와다토모미(일본 도야마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 문화어문학 연구에서 참조본 비교 방법론의 활용방안 제안,

2017.09.18.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학교 교수) ,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역사관 , 2017.09.25.

이와 같은 해외석학 초청특강을 통해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문화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 이러한 강연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부합

한다고 판단된다 . 아울러 해외 석학들의 연구방법 및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어문학 연구의 다양한 접점을 발

견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층적인 모색이 학술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4.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간 본 사업단에서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현장을 답사

하여 문화어문학 실용화와 현장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 . 본 사업단에서 주력하는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 현장 및 문화콘텐츠 현장을 답사할 뿐 아니라, 비영남권 지역의 어문학 자산 현장을 아우르며 관련 조

사 및 세미나 등을 시행하였다. 학기당 1회, 연 2회를 목표로 하였으나 , 최근 2년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학

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최근 2년간 운영된 현장학습 프로그램 실적은 총 10건이며 ,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 10건)

1) 영남 권역별 현장학습 프로그램

(1) 경북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①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실습1

- 주제 : 권정생 문학과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일시 : 2016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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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경북 안동시 일대(권정생 동화나라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

②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실습2

- 주제 : 경북 출신 문인들의 문학 생성 공간 연구

- 일시 : 2017년 4월 12일

- 장소 : 경북 안동시 및 영양군 일대(안동 이육사 문학관 , 영양 조지훈 문학관 , 주실마을)

③ 경북 현풍 지역 현장조사(학부생+대학원생 공동조사)

- 주제 : 현풍 지역의 방언 조사 및 <현풍곽씨언간>의 주요 지명에 대한 연구

- 일시 : 2016년 8월 23일

- 장소 : 경상북도 현풍면 대리(소례마을)

④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학부생+대학원생 공동조사)

- 주제 : 예천 지역의 방언 조사 및 <음식디미방>의 ‘ 맛질방문 ’ 어휘와 내용 조사

- 일시 : 2017년 8월 10일

-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맛질마을

(2) 대구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①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1

- 주제 : 대구 근대와 천주교인 및 지식인 관련 답사

- 일시 : 2016년 12월 28일

- 장소: 대구 도심 소재 문화어문학 관련 장소(대구 근대역사관, 경상감영공원, 계산성당 , 이상화 서상

돈 고택, 계산예가 , 달성공원 , 향토역사관)

②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2

- 주제 : 지역 근대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일시 : 2017년 7월 5일

- 장소 : 대구 도심 소재 문화어문학 관련 장소(대구문학관 , 264작은 문학관 , 희움 역사전시관, ETC예술

컨텐츠 협동조합 등)

③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 답사3

- 주제 : 대구 근대 문인 및 교육 공간 답사,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 현장 답사

- 일시 : 2017년 10월 25일

- 장소 : 청호서원 , 무동재 , 구암서원 , DGB 향토문화 테마전

(3) 경남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주제 : 경남 함양 거창 일대 문학생성 공간 답사

- 일시 : 2017년 8월 26일~27일

- 장소: 함양 상림 , 일두고택 , 남계서원 , 농월정 , 수승대(거북바위 · 요수정 · 구연서원) , 갈천서당 ,

가선정 , 농월정 , 수승대

2) 강원권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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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강원권 한국어문학 및 문화콘텐츠 현장조사

- 일시 : 2016년 8월 24일~26일

- 장소: 강원도 일대 문화어문학 현장(박경리문학관, 김유정 문학촌 , 인제 한국시집 박물관 , 강릉 매월

당 김시습 기념관 , 허난설헌 생가터 , 평창 이효석 문학마을 등)

3) 경기권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주제 : 경기권 한국어문학 및 문화콘텐츠 현장조사

- 일시 : 2017년 8월 31일~9월 2일

- 장소 : 서울 경기 일대 문화어문학 현장(파주출판단지 , 용인 심곡서원 , 광주 만해기념관 , 남한산성 , 양

평 잔아 문학박물관, 세종대왕릉 등)

이와 같이 , 본 사업단에서는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고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및 현장과 연계된 교육 방법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사업단 아젠다를 구현

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

5.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개최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의 사업 전반과 연구 방법 이해력 제고를 위해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시행했다 . 연 1회 이상 실시된 워크숍을 통해 문화어문학에 대한 참여대학원생의 이해력을 높이고, 문화어문

학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대학원생 워

크숍을 통해 연구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며 , 연

구 윤리 및 대학원생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2년간 개최한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개최 실적( 3건)

- 2016년도 참여대학원생 워크숍(대구 팔공산 온천호텔 , 2016.04.22.-23)

- 2017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워크숍(대구 팔공산 온천호텔 , 2017.05.12)

- 2017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워크숍(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2017.10.20.)

이와 같이 , 본 사업단은 쌍방향멘토제 시행 , 전문가 초청특강 및 해외석학 초청특강 주최 , 다양한 지역과

주제로의 현장학습 시행,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 및 연구

역량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단이 목표로 하는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탐색과 실천 방안을 모색

하고 참여 인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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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계획)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국내·외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논문 게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

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실적은 2013년 사업 시작 당시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본 사업단은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국제저명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 국내 우수등재학술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및 지원 방안

1) 학술 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 지원

 최근 2년간의 사업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국내 학술 대회의 참석과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위해 학술 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를 지원한 바 있다.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회원으로 학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석

하여 발표와 토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학술 대회 참석 여비를 지원하고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2) 논문 게재를 위한 학술 활동 계획

(1) 정기적 전공별 집담회 개최

 대학원생들의 전공은 대체로 고전문학·현대문학·국어학으로 나뉘며 세부 전공도 다양하다. 이에 본 사업단에서는 세

전공의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들이 모여 각자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검증받는 전공집담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월 1회 개최되는 전공별 집담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연구재단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사업에서도 참여교수·신진인력·대학원생들이 적

극 참여하는 전공별 집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바람직한 연구 윤리를 익히고 수준 높은 연구 풍토를 조성하여 논문

의 질과 함께 연구의 의욕과 효율을 높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실적을 높일 계획이다.

(2) 연구 논문 계획서 공모전 개최

 대학원생들의 연구 실적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연구 논문 계획서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하고자 한다.

-공모 시기: 매해 4월

-제출 자격: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

-심사: 제출한 연구 논문 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주제 및 연구목적의 창의성(30점),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대효과(10점), 연구 방법의 적절성(30점),

연구 추진계획의 구체성(30점)

-시상: 석사과정 3편, 박사과정 3편, 총 6편

-상장과 상금(20만 원) 수여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이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전 논제를 선정하고 연구 내용을 구체화하여

완성된 논문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논문을

산출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 우수 학술 논문상 시행

 본 사업단의 소속 학과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소속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우수 학술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우수 학술 논문상》은 1년 동안(전 해1월-12월) 대학원생이 학

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전공교수들이 심사하여 우수한 논문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우

수 학술 논문상》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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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논문: 전해1월-12월에 대학원생이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

-제출 자격: 해당 연도 참여대학원생

-심사: 제출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위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주제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30점), 기존 성과 활용 및 학계에의 기여도(30점), 개념의 적절성 및 서

술의 논리성(30점), 논문의 완성도(10점)

-시상: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각 전공별 1건 선정

-상장과 상금(30만 원) 수여

《우수 학술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전공별 학술대회 및 전공 집담회에서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대학원

생들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여 연구 실적을 높이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2.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및 지원 방안

  1) 국제학술대회 참석 경비 및 논문 게재료 지원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단순 참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원한다.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항공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료 지원, 100만 원 초과하지 않을 경

우 항공료와 체재비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국제 학술대회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 항공료 지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1인 항공료의 1/n을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참가할 수 있거나 참가를 계획하고 있는 국제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

다.

◇ 참여 가능 국제학술대회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ASPCL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朝鮮學會大會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uralex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lex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본 사업단에서는 국제학술대회의 참석률과 연구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을

장려하고 국제학술대회 참석 경비와 국제저명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외국어 논문 번역 지원과 교정 지원

 본 사업단이 속한 대학에서는 영어 글쓰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

를 통해 예약을 하면 개별 상담 및 일대일 예약 지도가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영어 글쓰기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그리

고 본 사업단이 속한 대학에서는 2016년부터 영어논문 쓰기 지원 센터(IWC)를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여갈 계획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어 논문 번역과 교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게 홍보하여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어뿐

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하여 여타의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도 논문 번역과 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3)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대학원생들의 해외 연수는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마련하는 발판이자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을 게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에 의거해 대학원생들

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자 한다.

-해외 연수자 선발 : 해외 연수 신청서, 성적증명서, 연수계획서, 공인 어학 성적을 심사하여 선발.

117-384



-해외 연수자 선발 기준: 성적(20점), 연수 계획서(40점), 전공 및 연구 분야와의 적합성(20점), 연수 결과의 파급력

(20점)

-해외 연수자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학원생들은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문화어문학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에서도

대학원생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사업단이현재 대학원생을파견할 계획이 있거나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

는 해외의 연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사업단과의 참여대학원생 해외 연수 협의 진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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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콜럼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 본 사업단에서는 2016년에 콜럼비아대학 아시아문화학과로 참여대학원생 장기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연수 학생은 연수

기관의 김정원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연수기관 소장 조선시대 필사본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 및 연수를 진행할 예정

이다.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Buffalo Stat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본 사업단에서는 2015년에 본교에 방문한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 영어학과 교수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상호 교

류할 것을 약속하고 MOU 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

-산동대학교 한국어대학(山東大學 韓國學院)

: 본 사업단에서는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산동대학교 한국어대학에서 민영란 교수의 지도 하에 참여대학원

생 2명이 참여하는 ‘유교문화의 현장과 한.중 언어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장기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내에 유행하면서 연수기관으로부터 연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6년 상반기로 해당 연수

를 연기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북대학 문학원(河北大學 文學院)

: 본 사업단에서는 하북대학 문학원에서 2015년 12월 11일~14일까지 단기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백두현, 정우락, 김주현

, 서혜은 등 참여 교수의 인솔 하에 대학원생 총 10여 명이 참가하기로 한 이번 연수에는 특히 ‘한중 문화의 인지와 대

화’라는 주제로 50여 명의 양국 연구자가 발표하는 공동 학술대회가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두 대학의 교수와 대

학원생이 공동으로 <한중 문화어문학> 저서를 기획, 집필하고 있다.

◇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言語文化コ-ス)

: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김동현(석사과정, 현대문학 전공)은 2015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도야마대학 대학원 인문

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에서 와다 토모미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장기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현 학생의 장기연수는

대구지역 연극과 일본 연극 간의 비교 연구 및 영남지역 전통예술의 현대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수

의 목적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가능한 문화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이탈리아

- 카포스카리대학 아시아 북아프리카 학부(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

: 본 사업단에서는 카포스카리대학 Vincenza D’Urso 교수와 사업단장 백두현 교수가 공동연구(Beautiful Like Silk:

Kinyo Literary Activities in Late Choson Korea)를 계획하고, 학생 교류와 관련하여 공동 복수학위제를 논의하는 등

현재 두 학과의 교류가 활발한 상황이다. 현재 본 사업단에서는  카포스카리대학과 대학원생 장기연수 및 세종학당 강사

파견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 빈대학 한국학과

: 본 사업단에서는 빈대학 한국학과 한국문화 전공 윤선영 교수와 대학원생 상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 특히 윤선영 교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유관한 한국언어문화 및 한국의 음식문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어 향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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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본 사업단에서는 2016년 1월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의 단기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연

구소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본 사업단은 재외 한국어 교육 및 한

국문화 교육에서의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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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이 문화어문학과 관련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

이자 대학원생의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해 본 사업단의 연구결과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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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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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게재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 실제로 각종 학술대회 참석 여

비와 논문 게재료를 지원했으며, 논문 제재를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을 시행하였다. 최근 2년간 국내외 학술

지 논문 게재를 지원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및 지원

1) 국내우수학술등재지 및 국내 학술지 게재 실적(총 14건)

- 왕민 , ‘ 언어지리학적 분포를 통해 본 한ㆍ중 한자음 변화 연구 ’ , “Jou rna l of Chi na S tudi es” , 19

권 1호 , 2016.04 .

- 칸 앞잘 아흐메드 , ‘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 - 인도 문화 브라흐마교의 사유에 근

거하여 - ’ , “정신문화연구” 39권 2호 , 2016 .06.

- 백두현ㆍ황명환 , ‘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 , “영남학” 30, 2016.08 .

- 김대웅ㆍ이상옥 , ‘ 이상 시의 시간의식 연구 - <이상한 가역반응> 중심으로 ’ , “어문학” 133권 ,

2016.09 .

- 김명주 , ‘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표기와 그 변화 양상 ’ , “한글” 314호 , 2016.12 .

- 서은영 , ‘ 의류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표현 연구 : 의미 특성 , 극성 , 속성에 따른 분류를 중심

으로 ’ , “어문론총” 71호 , 2017 .03.

- 남길임 · 최준 · 이수진 ,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

“한국사전학” 29호 , 2017 .05.

- 제갈덕주 , ‘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 : '옷 ' 포함 복합어를 중심으로 ’ , “언어과

학” 24권 3호 , 2017.08 .

- 김명주 , ‘ 원순모음화의 원인과 내적 재구형의 타당성 고찰 ’ , “한글” 317호 , 2017.09 .

- 전계성 , <윤회설>에 나타난 김동리의 현실 인식 연구 -두꺼비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 우리말글 74호 ,

2017.09 .

- 제갈덕주 , ‘ '콘텐츠 '의 개념 정의에 관한 언어문화론적 접근 ’ , “우리말글” 74권 , 2017 .09.

- 량짜오 , ‘ <연행록>에 대한 한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 , “인문사회21” 8권 5호 , 2017.10 .

- 량짜오 , ‘ 문학경관(文學景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광정(練光亭) ’ , “인문사회21” , 8권 6호 ,

2017.12 .

- 정성희 , ‘ 북한 뉴스의 어두 /ㄹ/과 /ㄴ/의 발음 실현 양상과 언어 정책과의 상관성 연구 ’ , “사회언

어학” 25권 4호 , 2017.12 .

2) 국내 학술 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 지원

본 사업단은 국내 학술대회 참석과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위해 학술대회 참석 여비,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

고 있다. 학술대회 발표 뿐 아니라 참석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 역량이 향상되었다. 최근 2년간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국내 학술대회 참석 여비 지원> 실적(총 9건)

- 량짜오 , 2016년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한국동양예술학회 공동 학술대회 참석(성균관대학교,

2016.05.28.)

- 김명주 , 경북대-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 교류특강 참석(전남대학교 , 2016.06.13.)

- 이민주 , 경북대-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 교류특강 참석(전남대학교 , 2016.06.13.)

121-384



- 량짜오 , 2016년 만주학회 상반기 국제학술회의 참석(연세대학교, 2016.06.25)

- 김명주 , 2016년도 국어사학회 여름 학술대회 참석(전북대학교, 2016.07.07.-07.08)

- 이수진 , 제1회 전국대학원생 학술포럼 발표(전남대학교 , 2016.09.30.)

- 황명환 , 제2회 전국대학원생 학술포럼 발표(고려대학교 , 2017.08.25.)

- 이민주 , 2018년 제1회 한국언어학회 언어학학교 참석(울대학교 , 2018.02.04-07)

- 신원석 , 2018년 한국어의미학회 42차 전국학술대회참석(고려대학교, 2018.02.02.)

◇ 최근 2년간 <논문 게재료 지원> 실적(총 6건)

- 김명주, ‘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아래아) 표기와 그 변화 양상 ’ , “한글” 314, 2016.12.30.

- 제갈덕주 , ‘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 ’ 옷 ‘ 포함 복합어를 중심으로 ’ , “언어과학”

24-3, 2017.08.30.

- 제갈덕주 , ‘ '콘텐츠'의 개념 정의에 관한 언어문화론적 접근-사전뜻풀이, 전문가의 인식, 사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 , “우리말글” 74집, 017.09.30.

- 전계성 , ‘ <윤회설>에 나타난 김동리의 현실 인식 연구 -두꺼비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 , “우리말글” 74집,

2017.09.30.

- 량짜오, ‘ <연행록>에 대한 한 · 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 , “인문사회 21” 8권 5호, 2017.10.30.

- 량짜오, ‘ 문학경관 (文學景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광정 (練光亭) ’ , “인문사회 21” 8권 6호, 2017.12.30.

3) 논문 게재를 위한 학술 활동 계획

(1) 정기적 전공별 집담회 개최

본 사업단은 월 1회 전공별 집담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세부전공(고전문학 , 현대문학 , 국어학)별로 참여대

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 참여교수들이 모여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과정을 통해 연구논문을 검증

받는 과정을 가졌다 . 집담회를 통해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윤리와 연구 의욕 및 효율을 높임으로써 학술지 게재 등 연구 실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 최근 2년간 <전공별 집담회> 개최 실적(각 전공별 매월 1회 , 연간 총 12회)

① 고전문학 집담회

연
번

날짜 발표자 과정 주제

1 2016 .03.30 . 박지애
신진연구인

력
BK21+ 사업에 대한 개괄적 소개

2 2016 .04.29 .

최은주 박사수료
愚伏 鄭經世의 書簡文에 나타난 소통방

식과 의미

량짜오 박사과정
休堂 燕行錄의 敍述特徵과 作家意識 硏

究

황명환 박사과정
여말선초 문인들의 한시에 나타난 <논

어> 수용과 그 의미

3 2016 .05.25 . 황명환 박사과정
여말선초 한시에 나타난 <논어집주> 수

용과 그 의미

122-384



4 2016 .06.24 . 신소윤 석사과정 亨齋 李稷의 한시 연구

5 2016 .07.29 .

최은주 박사수료
桐溪 鄭蘊 한시의 詩作 방법과 미적 특
질

김분청 박사수료 曺兢燮 만시에 나타난 특징과 그 의미

황명환 박사과정
지봉 이수광의 논어관과 <논어> 수용

한시

6 2016 .08.29 . 김분청 박사수료 변계량의 불교인식과 그 시적 형상화

7 2016 .09.28 .
전설련 박사과정

서천 조정규의 <北征日錄>에 나타난 華

夷之辨과 憐民意識

신소윤 석사과정 운양 김윤식의 유배 한시 변모 양상

8 2016 .10.21 .
량짜오 박사수료

崔德中의 <燕行錄>에 나타난 對淸意識

硏究

전설련 박사과정 西川 趙貞奎의 北征 목적과 對中國認識

9 2016 .11.30 . 량짜오 박사수료 국문 燕行錄의 中譯 방법 試論

10 2016 .12.22 . 조유영
신진연구인
력

연구논문계획서 관련 소개

11 2017 .01.16 . 최은주 박사수료
題詠詩에 나타난 嶺南樓의 공간 인식과
의미

12 2017 .02.27 .

전설련 박사과정
西川 趙貞奎의 對中國認識의 변화와 그
의의

황명환 박사과정
守坡 安孝濟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

간 인식과 그 의미

13 2017 .03.27 . 조유영
신진연구인
력

BK21+ 사업에 대한 개괄적 소개

14 2017 .04.28 . 김소연 박사과정 낙재 서사원의 풍류 활동과 그 의미

15 2017 .05.19 . 김소연 박사과정
낙재 서사원의 시에 나타난 풍류활동과
그 의미1

16 2017 .06.28 . 황명환 박사과정
허주 이종악의 한시에 나타난 종손의식
과 그 의미

17 2017 .07.17 .

서정현 박사수료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군담 연구

전설련 박사과정
<巽窩謾錄>에 나타난 본 향촌 선비의

일상 기록과 그 의의

18 2017 .08.30 . 김소연 박사과정
낙재 서사원의 시에 나타난 풍류활동과
그 의미(최종)

19 2017 .09.28 . 서정현 박사수료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군담 연구

20 2017 .10.23 . 황명환 박사과정
허주 이종악의 한시에 나타난 종손의식
과 그 의미

21 2017 .11.29 . 량짜오 박사수료
명청교체기 조천록의 특징과 사행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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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7 .12.21 .
김소연 박사과정 낙재 서사원의 풍류활동과 그 의미

신소윤 석사과정 석주 이상룡의 사물인식 양상과 의미

23 2018 .01.25 .

량짜오 박사수료
명청교체기 연행록에 나타난 대중국인

식과 그 의미

김소연 박사과정
낙재 서사원의 풍류활동과 그 의미-선

유시를 중심으로

24 2018 .02.28 . 전체 전체 1년간 학업 계획

② 현대문학 집담회

연
번

날짜 발표자 과정 발표 주제

1 2016 .03.25 .

후팡팡 박사과정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기억 '과 '시선 '

-<낙조>와 <최노인전 초록>을 중심으로

박주희 석사과정 <실화>에 나타난 이상의 현실인식

2 2016 .04.21 .

앞잘 박사수료

최인훈의 <서유기>에 나타난 권력과 저
항의 문화 양상

-한 중 인도 문학의 원숭이 인물을 중
심으로

리화징 석사과정 이상 <날개>속의 부부관계 연구

3 2016 .05.27 .

조가유 석사과정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나타난 민주주

의적 문화의 가치

장려홍 석사과정
박완서의 <미망>와 장결의 <무자>에 나

타난 가부장제 의식 비교 연구

4 2016 .06.17 .

후팡팡 박사과정
후팡팡(박사과정) : 이광수 <무정>과
나쓰메 소세키 <우미인초>에 나타난 '

신여성 '상 비교연구

김대웅 석사과정
이상 시의 시간의식 연구 : <이상한 가

역반응>을 중심으로

5 2016 .07.22 . 장려홍 석사과정
박완서와 장결 소설의 여성의식 비교연

구

6 2016 .08.31 .

조가유 석사과정
함세덕의 <산허구리>와 그 원작의 ‘ 어

머니 인물의 심리 ’ 분석

장려홍 석사과정
박완서의 <미망>과 장결의 <무자>에 대

한 페미니즘 연구

7 2016 .09.23 .

박주희 석사과정

이무영 단편소설에서의 반근대성 연구

: <도전>, <제1과 제1장> , <어떤 아내>
를 중심으로

앞잘 박사수료
최인훈의 <가면고>와 <광장>에 나타난

타고르의 <고라>의 수용양상

8 2016 .10.21 . 리화징 석사과정
강경애의 <인간문제>와 소홍의 <생사의

장> 비교연구- 민족의식 중심으로

9 2016 .11.25 . 조가유 석사과정
이태준 <해방전후>에 나타난 작가의 현

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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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 .12.16 . 박주희 석사과정 채만식 <탁류>의 페미니즘 연구

11 2017 .01.12 . 리화징 석사과정 강경애 간도 소설 <소금> 연구

12 2017 .02.21 . 조가유 석사과정
<용과 용의 대격전>에 나타난 신채호의

이이제이 전략

13 2017 .03.17 . 박주희 석사과정
최정희 <지맥> 연구 – 지식인 여성 주

인공을 중심으로

14 2017 .04.21 . 리화징 석사과정 강경애 간도소설 <소금> 연구

15 2017 .05.19 . 박주희 석사과정
채만식 1930년대 지식인 단편소설 연구
: <레디메이드인생>과 <치숙>을 중심으

로

16 2017 .06.16 . 리화징 석사과정 강경애의 여성관에 대한 고찰

17 2017 .07.21 . 조가유 석사과정 조명희 소설의 탈식민주의 연구

18 2017 .08.18 . 전계성 박사과정
윤회설에 나타난 김동리의 해방기 현실
인식 연구 - 두꺼비 알레고리를 중심으

로

19 2017 .09.22 . 김정화 석사과정 황순원 단편소설의 모성 연구

20 2017 .10.20 . 전계성 박사과정
'무녀도 '의 공간 , 경주의 의미 재고 -

샤머니즘의 의식 통합성을 중심으로

21 2017 .11.24 . 이지원 석사과정 문학관에 나타나는 여성 배제 양상

22 2017 .12.22 . 김정화 석사과정 이태준 소설의 공간 형상화 연구

23 2018 .01.12 . 조가유 석사과정 조명희 소설에 나타난 불안 의식 연구

24 2017 .02.09 . 전계성 박사과정
<무녀도>의 창작 의도와 실제 결과의

간극 – 기독교의 우발적 영향력을 중심
으로

③ 국어학 집담회

연
번

날짜 발표자 과정 발표 주제

1 2016 .03.09 .

김명주 박사수료
근대국어 시기 /ㆍ/의 비음운화 현상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 진행 상황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북한 표준 발음의 어두 · 어중 /ㄹ//ㄴ/

실현 양상 연구

이민주 석사과정
‘ -었었- ’ 의 의미적 기능 고찰 : 진행

상황 발표

2 2016 .04.06 .

김명주 박사수료
근대국어 시기 /ㆍ/의 비음운화 현상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 진행 상황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 -었었- ’ 의 의미적 기능 고찰 : 진행

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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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연 박사수료
한불-불한사전에서의 대응어와 문화 차
이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계획서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한청문감에 나타난 국어 음소의 기능부

담량 : 연구계획서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어문규범 연구사와 비판점에 대한 고찰

: 연구계획서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말뭉치 용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2인칭
대명사 ‘ 너 ’ 와 격조사의 결합 양상

연구

강현아 석사과정
말뭉치 용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2인칭
대명사 ‘ 너 ’ 와 격조사의 결합 양상

연구

3 2016 .04.27 .

정성희 박사과정
북한 표준 발음에서 나타나는 ‘ ㄹ ’ 과

‘ ㄴ ’ 의 음운 · 운율론적 분석 연구 :

진행 상황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연결어미 ‘ -거든 ’ 의 시대별 의미 기

능 검토｣진행 : 상황 발표

김명주 박사수료
｢러시아 극동 지역 이주민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 계획 발표

정해연 박사수료
｢한불-불한사전에서의 대응어와 문화
차이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진행 상

황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석사 논문｢ ‘ -었었- ’ 의 의미적 기능

고찰｣ 진행 과정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사극의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 계획 발

표

김세연 석사과정
｢한국어 어휘 “개념”의 의미 변화 양상

검토｣연구 계획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대구 방언 20대 화자의 성조 실현 연

구｣ 계획 발표

4 2016 .05.25 .

정해연 박사수료

｢한불-불한사전에서의 대응어와 문화

차이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 발
표

이지은 석사과정
｢어문규범 연구사와 교육에 대한 고찰｣

논문 발표

김명주 박사수료
｢18세기 후기 모음 체계에 대한 연구｣

계획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의

의미연결망 연구｣ 계획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석사 논문｢ ‘ -었었- ’ 의 의미적 기능

고찰｣ 진행 과정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
음 음향 음성학적 특성 비교대조 연구｣

계획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어휘 “개념”의 사용 양상 검토-연어

관계를 중심으로｣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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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아 석사과정
｢핵심어 분석을 통한 국내 4대 일간지
의 텍스트 연구-세월호 관련 보도를 중

심으로｣ 계획 발표

5 2016 .06.29 .

서은영 박사수료 ｢감성 변환 요소의 유형과 기능｣ 발표

김명주 박사수료
｢18세기 후기 모음 체계에 대한 연구｣

진행 과정 발표

정해연 박사수료

｢D iscourse Ana l ysi s and Compa ra t i ve

S tudy of the F rench and the Korean

P ress : Wha t Do Words Say About a

Same Event I n D i f fe rent S i t ua t i ona l

Con text?｣ 진행 과정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의

의미연결망 연구｣ 진행 과정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석사 논문｢ ‘ -었었- ’ 의 의미적 기능

고찰｣ 진행 과정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

음 음향음성학적 특성 연구｣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명사 “개념”의 연어 관계를 통한 의미

변화 연구｣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세월호 관련 보도에 나타난 신문의 내

용 핵심어 분석｣ 발표

6 2016 .07.27 .

김명주 박사수료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 표기와 그 음

성 실현 양상｣ 진행 과정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석사 논문｢ ‘ -었었- ’ 의 의미적 기능

고찰｣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과학 교과서 텍스트의 서술 표현 양상

연구｣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기능 핵심어를 통한 텍스트 문체적 특

성 분석-신문 사설을 중심
으로｣ 발표

7 2016 .08.31 .

서은영 박사수료 ｢감성 변환 요소의 유형과 기능｣
김명주 박사수료

‘ �한청문감�에 나타난 ‘ ㆍ ’ 표기와 그

변화 양상 ’ 진행 상황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석사 논문｢ ‘ -었었- ’ 의 의미적 기능

고찰｣ 진행 과정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신어 관련 석사 논문 주제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동향 검토

김세연 석사과정 ‘ 신어 ’ 관련 선행 연구 검토

강현아 석사과정
‘ 기능 핵심어를 통한 텍스트 문체적

특성 분석 ’

8 2016 .09.29 . 서은영 박사수료
｢어패럴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

어의 유형과 특성｣ 수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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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박사수료
‘ 『한청문감』에 나타난 ‘ ㆍ ’ 표기
와 그 변화 양상 ’ 진행 상황 발표

제갈덕

주
박사수료

‘ 명사 ‘ 책 ’ 의 형용사적 다면성에 관

한 문화어문학적 접근 ‘ 과정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

언어의 의미 연결망 연구 ’ 진행 과정
발표

정해연 박사수료

‘ B i rdg ing the Cul tu ra l Gaps i n

F rench-Ko rean and Korean-

F rench D ic t i onar i es ’ 진
행 과정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석사 학위 논문 계획서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신어의 조어 방식 검토 계획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 조사 , 어미 층위 핵심어 분석의 가

치 ’ 계획 발표

이재섭 석사과정 보어 관련 연구 계획서 발표

9 2016 .10.31 .

이수진 박사수료
｢신어 형성의 음운론적 특성 연구｣ 최

종 발표

김명주 박사수료
‘ 『한청문감』에 나타나는 ㆍ의 표기

와 그 변화 양상 ’ 투고 후
연구 진행 사항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

언어의 의미 연결망 연구 ’
진행 과정 발표

한송이 박사과정
‘ 경상도와 충청도 접경 지역의 현재

방언형 특징 연구 ’ 계획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 ㄹ탈락의 통시적 연구 ’ 계획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문어 자료에서의

강조어 ‘ 너무 ’ 에 대한 사
용 양상 연구 계획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 파생과 합성의 경계에 대한 쟁점-신

어 조어 양상을 바탕으로 ’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 조사 , 어미 층위 핵심어 분석의 가

치 ’ 발표

이재섭 석사과정
‘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논항 연

구 ’ 선행 연구 검토

10 2016 .11.28 .

제갈덕
주

박사수료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
용 양상 연구-복잡성을 중심으로｣ 발표

정해연 박사수료

｢B r i dg ing the Cul tu ra l Gaps i n

F rench-Ko rean and Korean and F rench
D ic t i onar i es.｣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보조사 ‘ 조차 , 마저 , 까지 ’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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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적 연구｣ 발표

김명주 박사수료
‘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표기와 그

변화 양상 ’ 수정 후 게재

한송이 박사과정

‘ 경상도와 충청도 접경 지역의 현재

방언형 특징 연구 ’ 진행
상황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문어 자료에서
의 강조어 ‘ 너무 ’ 에 대한
사용 양상 연구 ‘ 진행상황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 파생과 합성의 경계에 대한 쟁점-신

어 조어 양상을 바탕으로 ’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 북한어 어두 ㄹㄴ발음 분석 연구-표

준발음을 대상으로 ’

서은영 박사수료 논문 진행 현황 및 내용 발표

11 2016 .12.20 .

정성희 박사과정
｢북한 뉴스 방송의 어두 /ㄹ//ㄴ/ 발음

양상에 대한 고찰｣ 발표

한송이 박사과정
｢경서 언해에 나타난 언해 양상과 표기

상의 특징｣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문어 자료에서
강조어 ‘ 너무 ’ 에 대한 사용 양상｣ 발

표

서은영 박사수료

｢어패럴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

표현의 분류 체계 연구｣ 진행 상황 발
표

이수진 박사수료

｢어휘의 사용 양상 변화와 사전 기술

방안에 대한 연구-2007년 신어의 사용
주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진행 상황

발표

김예니 박사수료
12월 논문 진행 상황 발표(총 두 편 가
운데 하나 , 2장 집필 중 둘 , 논문 수정

중)

배은혜 석사과정
｢보조사 ‘ 조차 , 마저 , 까지 ’ 의 통시

적 연구｣ 진행 상황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강화 정도 부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진행 상황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장르에 대한 황장적 접근 : 텍스트 주

관성에 따른 언어 특성 연구- 상품평과
패션 잡지를 대상으로｣ 진행 상황 발표

이재섭 석사과정
｢보어를 요구하는 불완전동사의 논항
구조에 대한 연구｣ 진행 과정 발표

12 2017 .01.20 . 서은영 박사수료

‘ 어패럴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

표현 연구 : 의미특성 , 극성 , 속성에 따
른 분류를 중심으로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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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석사과정
‘ 강화성 정도 부사의 의미적 운율 연

구- ‘ 몹시 ’ , ‘ 퍽 ’ , ‘ 썩 ’ 을 중심
으로 ’ 발표

김예니 박사수료
‘ 상호 언어의 특성 연구 : 경북 칠곡군

의 상호를 중심으로 ’ 과정 발표

이수진 박사수료

‘ 어휘의 사용 양상 변화와 사전 기술

방안에 대한 연구-2007년 신어의 사용
주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과정 발

표

정해연 박사수료
‘ B r i dg ing the Cul tu ra l Gaps i n

F rench-Ko rean and Korean-French

D ic t i onar i es ’ 과정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 보조사 ‘ 조차 ’ , ‘ 마저 ’ , ‘ 까

지 ’ 의 통시적 연구(가제) ’ 과정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텍스트 생산자로서 언중의 역할에 주목

한 감성 분석(sen t i ment ana l ysi s)의
적용을 위한 시도

김세연 석사과정
｢강화성 정도 부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
이재섭 석사과정

보어 구문의 논항 구조 분석을 통한 현
대 국어 '보어 '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13 2017 .02.21 .

김명주 박사수료
‘ ㆍ ’ 비음운화 현상 및 15세기 국어의
원순성 동화 및 원순모음화에 대한 연

구사의 타당성 검토

강현아 석사과정
｢장르에 대한 확장적 접근 : 텍스트 주
관성에 따른 언어 특성 연구-상품평과

패션잡지를 대상으로-｣
이재섭 석사과정

｢보어 구문의 논항 구조를 통한 보어의
범위 설정｣

14 2017 .03.27 . 전체 전체
연구 진행 상황 보고 및 2017년 연구

계획 전체 발표

15 2017 .04.24 .

정해연 박사수료
｢B r i dg ing Cul tu ra l Gaps i n F rench-

Korean D ic t i onar i es｣
제갈덕

주
박사수료

｢명사어 '옷 '의 복합어에 내재된 복식

문화에 관한 어휘 의미론적 연구｣

16 2017.5.29

정성희 박사과정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의

의미연결망 연구｣
한송이 박사과정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구결

형태를 통한 언해양상 비교｣

17 2017 .06.26 .

김명주 박사수료
｢원순모음화의 원인과 내적 재구의 타

당성에 대한 검토｣
이민주 박사과정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가제)｣

18 2017 .07.21 . 정해연 박사수료 ｢Lea rner knowl edge of phrasal verbs｣

19 2017 .08.28 .
제갈덕

주
박사수료

｢명사 ‘ 책 ’ 의 다면성에 관한 문화어

문학적 접근
: 형용사 공기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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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7 .09.25 .

정해연 박사수료
비판 담화 분석 관점을 통해 살펴 본

한국에 대한 국제 언론 보도의 현황 및
연구 과제

이재섭 석사과정
현대국어 신방언에서 나타나는 표준어
일방향적 접촉을 통한 음운현상 검토

21 2017 .10.30 .

정성희 박사과정

｢북한 어린이 동화에 나타나 문화적 근

접성 연구 -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
으로｣

강현아
김세연

석사과정

｢한국어 주관적 텍스트에 나타난 서술

헤지 표현에 대한 연구 - 상품평 텍스
트를 중심으로｣

22 2017 .11.27 .

이민주 박사과정
｢주관성 텍스트에 나타난 시상 표현 연

구｣
이철희 박사과정 ｢포항지역어의 언어변화에 대한 연구｣
신원석 석사과정

｢평가 어휘의 평가 양상에 대한 연구 -

학술텍스트를 중심으로｣

23 2017 .12.18 .

김명주 박사수료 ｢국어 동화 현상의 통시성과 공시성｣
한송이 박사과정 ｢조선후기 구결 체계 검토｣
강현아 석사과정

｢주관적 텍스트의 언어특성과 감성표현
연구｣

24 2018 .01.9.

제갈덕

주
박사수료

｢언어자료에 기반한 특수정책적 청년

문제 연구｣
이재섭 석사과정

｢경상도 출신 서울 지역어 화자의 언어
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25 2018 .02.26 .

이수진 박사수료

｢2015~2017년 신어를 대상으로 한 현대

국어 신어의 생산성과 창조성에 대한
연구｣

정성희 박사수료

｢북한 어린이 동화에 나타나는 문학적

근접성 측정을 통한 언어문화의 계량화
방법 연구｣

(2) 연구논문 계획서 공모전 개최

본 사업단은 연 1회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참여대학생들이 연구와 관련된 여타 실행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연구 성과로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

계획서를 대상으로 참여교수들의 심사( ‘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 평가표 ’ 수합)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 최근 2년간 연구논문

계획서 공모전은 1회(2017년) 진행되었다.

◇ 최근 2년간 <연구논문 계획서 공모전> 개최 실적(1회)

- 접수 기간: 2017년 10월 11일~17일

- 접수 현황: 참여대학원생 19명 접수 (석사과정 8명 , 박사과정 11명)

- 심사일자 : 2017년 10월 18일(평가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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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 참여대학원생 6명(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1명)

◾김명주(박사수료) , 순음 자질과 수의적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정해연(박사수료) , 비판 담화 분석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 언론 보도 조사 – 영국 신문 대상으로

◾전계성(박사과정) , <무녀도>의 생성 공간 , 경주의 의미 재고 -개작 과정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황명환(박사과정) , 虛舟 李宗岳의 한시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그 의미

◾한송이(박사과정) , 조선 후기 논어언해 필사본에 나타난 구결 연구

◾이재섭(석사과정) , 지역 방언 화자의 복합적 언어 의식에 관한 연구

- 시상 내역 : 상장 및 상금 20만원

이들 수상자들의 연구논문 계획서는 차년도 참여대학원생 워크숍(2018년 5월 4일)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참

여대학원생들의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상자들은 자신의 연구계획에

대해 재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보다 고취할 수 있으며, 다른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연구논문 계획

서 작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전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3) 우수 학술 논문상 시행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학술논문

상>을 수여하고 , 관련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해당연도의 참여대학원생의 당해년도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

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 그 중 선정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였으며 , 차년도 참여대학원생 워크

숍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향상 및 동기 부여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 최근 2년간 <우수학술 논문상/우수 논문 성과급> 개최 실적(2회)

① 2016년도 우수 학술 논문상

- 수상일자 : 2017년 2월

- 수상자 명단

◾김명주(국어학 박사수료) , ‘ <한청문감>에 나타난 아래아 표기와 그 변화양상 ’ , “한글” 314, 20161230.

◾칸앞잘(현대문학 박사수료) , ‘ 최인훈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인도 문화 브라흐마교의 사유에

근거하여 ’ , “정신문화연구”143호, 20160630.

- 수상내역 : 상장 및 상금 30만원

② 2017년도 우수 학술 논문 성과급

- 지급일자 : 2018년 2월 14일

- 대상자 명단

◾량짜오(고전문학 박사수료) , ‘ <연행록>에 대한 한 · 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 , “인문사회

21” Vol .8 No.5, 201710.

◾제갈덕주(국어학 박사수료) , ‘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 : ‘ 웃 ’ 포함 복합어를 중

심으로 ‘ , “언어과학”24권 3호, 201708.

◾황명환(고전문학 박사과정) , ’ 虛舟 李宗岳의 한시에 나타나 가문의식과 그 의미 ‘ , “2017년 제 2회 전

국 대학원생 학술포럼 자료집” , 201708.

◾전계성(현대문학 박사과정) , ’ <윤회설>에 나타난 김동리의 현실 인식 연구 ‘ , “우리말글” 74, 201709.

- 지급내역 :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평가 배점표”의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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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짜오(50만원) , 제갈덕주(30만원) , 황명환, 전계성(각 20만원)

수상자들의 논문은 차년도 참여대학원생 워크숍(2018년 5월 4일)에서 요약 발표되었으며 , 이를 통해 참여대

학원생의 연구 역량과 동기 부여에 일조하였다 .

2.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및 지원 방안

1) 국제학술대회 참석 경비 및 논문 게재료 지원

(1)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경비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지 게재 성과 도출을 위해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를 지원하였다 .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와 관련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 감

각을 익히고 관련 해외 연구성과들을 직접 접하여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연구 역량 및 동기 부여에

일조하였다. 최근 2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관련하여 경비를 지원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경비 지원> 실적(4회)

① Jun Choi , Hyun-ju Song, Hae-Yun Jung, and Ki l i m Nam. ‘ A methodol ogy for ext ract i ng scient i f ic terms

for educat i on f 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 , BAAL Vocabul ary SIG 2016, 영국, 2016.07.07.-2016.07.08.

- 정해연 참석 경비 지원

② Ki l i m Nam, Suj i n Lee, Hae-Yun Jung, and Jun Choi , ‘ The Li fe and Death of Neol ogisms: On What Basis

Shal l We Incl ude Neol ogisms in the Dict ionary? ’ , The XVI I EURALEX Internati onal Congress , 조지아 ,

2016.09.05-2016.09.11.

- 이수진, 정해연 참석 경비 지원

③ Hae-Yun Jung, Repor t on the Automat ic Ext ract ion of Korean Scient i f ic Phrasal Term Candidates, wi 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 Corpus Linguist ics Internat ional Conference, 영국, 2017.07.22.-

2017.07.28.

- 정해연, 김세연 , 강현아 참석 경비 지원

④ 량짜오 , “異域與西域 : 燕行使對回回國的認知” , 중국문학지리학회 , 중국, 2017.07.21.-2017.07.23.

- 량짜오 참석 경비 지원

(2)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본 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학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로 최근 2년간 기타 국제학술지에 1건(칸앞잘아흐메드, ‘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

민성 비교연구 ’ , “국제고려학” , 국제고려학회(일본) , 2016.03.)이 게재되었다.

2) 외국어 논문 번역 지원과 교정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소속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논문지원센터( IWC)와 영어 글쓰 기 센터의 지원을 받아 참여

대학원생들의 외국어 논문 번역 및 교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 특히 연구방법에서 최근 국제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해야 하는 국어학의 경우, 외국어 논문 번역 사업에 도움을 받아 국제학술대회 학술발표 및 단기연수 사

례가 증가하였다 .

(* 관련사례 :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연수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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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대학원생의 해

외 연수를 지원하였다 . 본 사업단은 해외연수 선발 공고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 평가위원회에서 선발

기준(성적 , 연수계획서, 전공 및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 연수 결과의 파급력)에 따라 연수자를 선발하였다 .

이후 ‘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 ’ 에 의거하여 단기해외연수(15일 이내)와 장기해외연수(15일 이상 1달 미만)를

지원하였다. 최근 2년간 해외연수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장∙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 실적(7건)

(1) 단기 해외연수(5건)

- 중국 남통대학교 단기연수 ‘ 근대전환기 중국 망명 작가의 현황과 작품 연수 ’ , 2016.07.09.-2016.07.14.

: 참여대학원생 2명(량짜오 , 김분청) 지원

-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고려인의 언어와 문학 , 문화에 대한 학술 강연 및 현장 조사 연수 ’ ,

2016.08.11.-2016.08.16.

: 참여대학원생 5명(최은주 , 칸앞잘아흐메드 . 김명주 , 황명환, 강현아) 지원

- 영국 랭카스터 말뭉치 언어학 섬머스쿨 (언어 연구를 위한 말뭉치 언어학 프로그램) 단기 연수,

2017.06.27.-2017.06.30.

: 참여대학원생 1명(정해연) 지원

-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단기 연수 ‘ 문화어문학 연구 및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 , 2018.01.03.-

2018.01.08.

: 참여대학원생 2명(김명주 , 이민주) 지원

-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 연수 ‘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 , 2018년 01.18-2018.01.21.

: 참여대학원생 5명(량짜오 , 황명환 , 전설련 , 김동연, 신소윤) 지원

(2) 장기 해외연수(2건)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 ivers i 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 Lecture & Seminar Tra ining for the internati ona l isat i on and impl ementat ion of Korean Humani t i es

Studies ’ , 2017.01.23.-2017.02.07.

: 참여대학원생 5명(김명주 , 한송이, 정해연 , 김세연 , 강현아) 지원

-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장기 연수 ‘ 미국 내 한국학 동향 파악 및 사회언어학 기반 역동적 언어지도제작프로

그램 개발 연구 ’ , 2018.01.10.-2018.01.31.

: 참여대학원생 1명(한송이) 지원

최근 2년간의 해외연수 활동은 아시아 지역 외에 러시아 , 이탈리아 ,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 소재의 기

관에서 연수를 시행하여 연수 국가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 이와 같은 해외연수의 경험이 참여대학원생들의

134-384



해외 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정해연 , 김세연 , 강현아, 량짜오 , 탄앞잘아흐메드)성과로 이어지거나 발표 수

락이 확정(이민주, 강현아 , 신원석 , 정해연 , 한송이)되는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본 사업단의 해외 연수는 국

제화 연구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단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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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①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계획)

 1.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단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사업단에서는 신진

연구인력의 선발과 임용,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활동을 활성하고 있

다.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엄격한 선발 기준 마련

 우수 신진연구인력(박사학위 소지자)은 본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역량이 충분하게 입증된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엄격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신진연구인력의 자격은 최근 3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본 사업에 부합하는 논문 발표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둘째, 논문의 양적 평가뿐 아니라 질적 평가도 병행하여 연구역량을 충분하게 검증한다. 질적 심사의 대상은 박사학위

논문 및 최근 3년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지원자가 지정한 논문 한 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전국 단위의 공개채용 형식을 취한다. 이는

소속 대학원 출신뿐 아니라 외부 인재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사업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사업단에서 마련한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기준으로 A&HCI, SSCI, SCI(SCIE 포함)급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저서 및 역주서는 논문 100%로 인정함)

 ② 박사후과정생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기준으로 A&HCI, SSCI, SCI(SCIE 포함)급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저서 및 역주서는 논문 100%로 인정함)

 본 사업단의 우수 신진연구인력 단계별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20점)

: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40점)

: 전공분야 경력 및 활동(15점)

-2단계

: 면접 및 연구계획서를 통한 우수 신진연구인력으로서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 검증(25점)

 2)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연례 평가체제 구축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진연구인력 평가위원회(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를

구성하고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시점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연례 평가체제를 마련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평가체제를 통해

신진연구인력의 재임용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사업과 유관한 주제의 학

술논문을 1년에 1편 이상, 2년간 3편 이상 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임용과정

에서 탈락될 수 있다. 또한 사업단 내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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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1)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성과급 지원

 현재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본 사업단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있다. 그리고

법정 부담금(4대보험)을 지급하며 임용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1년마다 보수 월액의 1월분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

는데 성과급은 사업단 기여도, 학술 저서 실적, 논문 게재 실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등 종합적 평가에 의거하

고 있다. 그리고 향후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와 성과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공간 제공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안정된 연구활동과 역할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연구공간을 확보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공간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비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사업에서도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 공간과 연구 공간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를 적극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활동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

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기자재 제공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해외 공동연구 및 단기연수 지원

-현장 조사 여비 지원

-논문 게재료 지원

 이러한 지원에 의해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집중하여 목표한 연구 실적을 채울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기

준에 의하여 향후 사업에서도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활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3. 우수 신진연구인력과 사업단 참여 구성원과의 연계 활동

 본 사업단에서는 2명의 계약교수가 참여 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들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사업

에서도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증원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 내에서 참여 구성원과의 연계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1) 연구분과별 책임 교수와 상호 협력한 연구 진행

 최근 2년간 사업에서는 우수 신진연구인력이 참여 교수와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질서화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론을 개발

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된 내용을 실용화하고 국제화했는데 향후 사업에서도 이러한 방향

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향후 사업에서 진행될 책임교수와 연계할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활동 범주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분과별 역할과 참여 인력>

㉮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상규, 김주현, 서혜은 교수, 신진연구인력1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질서화하는 일을 주관한다.

㉯ 이론 개발 및 연구: 정우락, 김덕호 교수, 신진연구인력2

   추출된 자료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이론 개발 및 적용 등 연구를 주관한다.

㉰ 실용화 및 국제화: 김재석, 남길임 교수,신진연구인력3

   질서화된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어문학의 실용화 및 세계화 작업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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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공별 집담회를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전공별로 월 1회 전공별 집담회를 개최하여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공별 집담회를 통해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어문학의 학문적 기

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신진연구인력이 전공별 집담회에 참여하여 대학원생 상호간의 소통

및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학문적 소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3)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 수행

 최근 2년 동안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했는데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는 다음과 같다.

 ① 2014년 8월: 영천 지역어 및 언어문화 조사

 ② 2015년 8월: 예천 지역어 및 언어문화 조사

 이처럼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이 함께한 공동 조사를 통해 대학원생 및 학부생은 신진연구인력에게

지역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향후 경북 지역의 지역어에 대한 연구의 질과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공동으로 영남 지역의 방언 조사를 포함하여 설

화, 민요 등 구비문학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4)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 단기 연수 참여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이 함께 단기 연수에 참여했다. 2013년 12월

14일에서 17일까지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중국의 곡부사범대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단기 연수를 통해 유교 문화와 관련된 연구

를 심화하였고, 곡부사범대학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향후 사업에서도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과 여러 형태의 연수에 참여하여 연구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5)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및 연구 수행

 최근 2년간 사업에서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다음과 같은 공동 사업 및 연구를 수행했다.

① 박지애: ‘가야산 선비 산수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2014. 2.-2014.7.)에 참여교수 정우락과 함께 가야

산 선비 산수길 조성을 위한 문화 자원을 정리하고, 선비 산수길 조성에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 자

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② 홍미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어조사 및 생활용어 구축’ 사업(2014.4-현재)에 참여하여 참여교수 남길임

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신어와 생활용어를 조사하여 사전에 등재할 수 있도록 언어 자원을 구축

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교수인 백두현 교수와 함께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

운 모델 연구’라는 공동 연구를 수행했으며 참여 대학원생 위원징과 함께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 교육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지애·정우락, <가야산 선비 산수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보고서>, 경북대 산학연구단, 2014.7.

-홍미주·백두현,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 <<방언학>>20, 한국방언학회, 2014.12.

-홍미주·위원징,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24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3.12.

 신진연구인력이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함께하는 공동 사업 및 공동 연구는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

원생 상호간의 연구력을 증진시켜 연구 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신진연구인력이 참여

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연구의 기회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 사업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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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사업에서 신진연구인력은 다음과 같은 사업단 학술총서를 기획하여 발간하고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박지애, <영남지역 시집살이노래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 <<사업단 총서2-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015.

-홍미주·백두현,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 <<사업단 총서2-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 역락, 2015.

 사업단의 학술총서는 아젠다와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것으로 총서1은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이며 총서2는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이다.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여러 지역의 교

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총서를 간행함으로써 사업단의 아젠다를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향후 사업에서도 신진

연구인력은 학술총서 발간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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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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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그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 먼저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최근 2년간 3명의 신진

연구인력을 선발했을 뿐 아니라 , 매년 엄격한 기준의 연례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건비 및 성과급을 비

롯하여 논문게재료, 학술대회 및 해외연수 참가비용 등 각종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엄격한 선발 기준 마련

본 사업단은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엄격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신진연구인력

을 선발해왔다 . 본 사업단의 선발기준(최근 3년간 연구실적 , 대표저서의 질적 우수성 , 전국단위의 공개채용

형식)에 따라 2016년 8월(2016년 9월 1일 임용)에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1명)을 선발했으며, 신진연구인

력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7년 2월(2017년 3월 임용)에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1명, 박사후연구원 1명)을

선발했다 . 재선정평가 당시 본 사업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 2명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명을 충원

하여 총 3명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계획하였다 . 2016년 9월에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함으로써 재선정 평가 계

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최근 2년간 선발한 신진연구인력의 선발 당시 연구실적 , 기타 경력 및 활동 사항

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3건)

(1) 계약교수 최준 (2017.03.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 학술등재지 및 국제학술지 8편 , 저서 1권(공저)

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 게재지명 , 권호 . 게재년월)
저자수

1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생활용어 추출과 기술-미등재어

추출의 쟁점- ’ , “한국사전학” 19호 , 2012.
2

2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의 표제어와 뜻풀이의

특성- ‘ 생활용어 ’ 를 중심으로- ’ , “한국사전학” 20호 , 2012 .
3

3
‘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의미 주석 연구 ’ , “한국어 의미

학” 39, 2012.
4

4 ‘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문의 추출-국어국문학 학술논문 말
뭉치를 중심으로- ’ , “어문론총” 60호 , 2014.

2

5 ‘ 현대 한국어 [+사람] 신어의 사회․문화적 의미-2012 , 2013년 신어

를 중심으로- ’ , “한국사전학” 25호 , 2015.
3

6 ‘ D is t r i but i on and Seman t i c Funct i ons on Korean Extended

Lex ica l Uni ts ’ , “담화와 인지” 22권 3호 , 2015.
1

7 ‘ 한국어 확장된 어휘 단위의 층위 연구 ’ , “어문연구” 87 , 2016 . 1

8
‘ A morpheme-based ana l ysi s of l ex ica l bundl es i n Korean: an

i nter face between corpus-dr iven app roach and l ex icog raphy ’ , “
Lex icog raphy” Vol . 3, 2016.

3

일련
번호

서지사항(책명 , 출판사 , 출판년도) 저자수

1 “한국어는 나의 힘” , 한국문화사 , 201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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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경력 및 활동

①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 2건(2015.01.01~2016.12.31.)

- ‘ A Methodol ogy for Ext ract ing Scient i f ic Terms for Educat i on f 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 ,

BAAL Vocabul ary SIG 2016, 2016.07.(저자수 4)

- ‘ The Li fe and Death of Neol ogisms: On What Basis Shal l We Incl ude Neologisms in the

Dict ionary? ’ , XⅦ EURALEX Internat ional Congress , 2016. 09.(저자수 4)

② 연구과제 참여 실적 14건(2012.01.01.-2016.12.31.)

일련
번호

연구과제 참여 사항
(과제명 , 연구책임자명 , 지원기관 , 참여기간)

1
형태기반분석을활용한한국어정형표현연구 , 남길임 , 경북대학교 , 2011 . 8 .

1 .~2012 . 7 . 31.

2
조선시대필사본음식조리서의용어색인DB구축 , 남길임 , 한국연구재단 , 2011 .

12. 31 .~2012 . 6 . 29.

3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한국어자료구축을위한전문용어역사대분야10 ,000항

목구축 , 한기문 , 국립국어원 , 2012. 2. 20 .~2012 . 12. 19 .

4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생활용어구축용역 , 남길임 , 국립국어원 , 2012 . 3 .

13.~2012. 12 . 8 .

5 2012년신어조사사업 , 남길임 , 국립국어원 , 2012. 7. 11~2012. 12 . 10.

6
2013년국어문화원운영지원사업 , 김재석 , 문화체육관광부 , 2013. 3 .

1 .~2013 . 12. 31 .

7
구문단위핵심도분석을통한�학술핵심구문�의추출-문 .사 .철인문분야학술지를
중심으로-, 남길임 , 한국연구재단 , 2013. 5. 1 .~2014 . 4 . 30 .

8
2013년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관련어정비구축 , 임지룡 , 국립국어원 , 2013 .

5 . 6 .~2013 . 12. 20 .

9
2013년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신어조사및생활용어구축 , 남길임 , 국립국어

원 , 2013. 5 . 31 .~2013 . 12. 20 .

10
2014년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신어조사 , 남길임 , 국립국어원 , 2014 . 4 .

23.~2015. 1. 18 .

11
2015년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신어조사 , 남길임 , 국립국어원 , 2015 . 4 .

27.~2015.12.10.

12
기능범주로서의부정표현에대한말뭉치주도연구 , 남길임 , 한국연구재단 ,

2015 . 5 . 1 .~2015 . 8. 31 .

13
2016년신어조사및사용주기조사 , 남길임 , 국립국어원 , 2016 . 4 . 25 .~2016 .

12. 21 .

14
과학용어DB구축을통한교육용과학용어통합검색시스템개발 , 박윤배 , 한국연

구재단 , 2014. 9. 1. ~현재

(2) 박사후연구원 배지연 (2016.09.01. 임용)

142-384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미만 ,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 등재지

학술지 5편 게재

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 게재지명 , 권호 . 게재년월)

저자수

1
‘ 최인훈 문학의 관념성 연구-최인훈의 문학에세이를 중심으로 ’ ,

“한국언어문학” 78집 , 2011.09 .
1

2
‘ 최인훈 소설 『태풍』 연구-셰익스피어 『The Tempest』와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 ,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8집 , 2012 .03.
1

3

‘ 해방기 ‘ 민족 ’ 이라는 기호의 변화양상과 그 의미-임화의 ‘ 민

족 ’ , ‘ 민족문학 ’ 개념을 중심으로 ’ ,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5집 ,

2013.12 .

1

4

‘ 최인훈 소설의 정치적 지향과 그 기원으로서 서구 근대사상-최인

훈 소설에 나타난 칸트( Kan t )적 사유를 중심으로 ’ , “열린정신 인문

학연구” 제16집 1호 , 2015.06 .

1

5
‘ 최인훈 소설의 발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 메타모르포시스 ’ 개

념을 중심으로 ’ , “우리말글” 69집 , 2016 .06.
1

- 기타 경력 및 활동

① 대구 계명대학교 우수 강사상 수상(2016.03.)

② 대구경북지역인문학협동조합 이사 활동(2014.09.~)

③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사업 참여

- 청소년 힐링인문학 , 경북대학교 열린인문학센터(2013.09~2014.07)

- 근대로 열린 인문학,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2014.09~2017.07)

(3) 박사후연구원 조유영 (2017.03.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미만,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 등재학술지 7편 게재

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 게재지명 , 권호 . 게재년월)

저자수

1
‘ 퇴계 이황의 무이도가 수용의식과 구곡시 창작의 의미 ’ , “동남

어문논집” 36집 , 2013.11 .
1

2
‘ 채헌의 <석문정구곡도가>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 , “어

문론총” , 60호 , 2014 .06.
1

3
‘ 오대어부가구곡에 나타난 오대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 ,

“시조학논총” 41집 , 2014.07 .
1

4
‘ 『남행록』소재 퇴계 기행시의 특징과 의미 ’ , “동방학” 32집 ,

2015.02 .
1

5
‘ <하서도통가>의 서술양상과 창작배경 ’ , “어문론총” 66호 ,

2015.12 .
1

6
‘ 청대 권상일의 청대구곡 경영과 그 의미 ’ , “대동한문학” 49집 ,

2016.12 .
1

7
‘ 조선 후기 향촌사족의 이상향 지향과 그 의미- <황남별곡>을 중

심으로 ’ , “우리말글” 71집 , 2016.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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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경력 및 활동

① 경북 문경시 공로상 수상(2015.12.13.)

② 연구과제 참여 실적 2건(2012.01-2016.12.31.)

일련
번호

연구과제 참여 사항
(과제명 , 연구책임자명 , 지원기관 , 참여기간)

1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 도록 출판사업 , 김기현 , 문경시 ,

2015 .01 .01 .~2015 .12 .31

2
문경새재아리랑의 도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 김기현 , 문경시 ,

2016 .06 .01 .-2016 .12 .31

2)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연례 평가체제 구축

본 사업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연례 평가 체제를 구축했다 . 사업단과 유

관한 주제의 학술논문을 연간 1편 이상(2년에 3편 이상) 발표하거나 그와 대등한 연구 성과를 산출해야 하며 ,

교육 및 기타 사업단의 업무 성취도를 평가하고 , 이를 재임용과정에 반영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매년 2월

에 연례 평가를 시행하며 , 이는 성과급 지급과 연계된다 . 최근 2년간 연례 평가 시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연례평가> 실적 (6건)

(1) 2016년도 연례평가(2017.02)

- 박지애 :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 해외연수 및 국내 현장학습 인솔 , 국제학술대회 성료 ,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 홍미주 :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사업단 주제 유관) ,

국내 현장학습 인솔 , 국제학술대회 성료 ,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 배지연 :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 공동저서 1편(대구 지역 인문학 관련 대중서) , 해외연수 및 국내

현장학습 인솔, 국제학술대회 성료 ,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2) 2017년도 연례평가(2018.02)

- 최준: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 , 국제학술대회 발표 , 국제학술대회 성료,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 조유영: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2편, 공동저서 1편(사업단 학술총서) , 국제학술대회 성료 ,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 배지연 :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 , 저서 1편(대구 지역 인문학 관련 대중서) , 국제학술대회 성료 ,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1)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성과급 지원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기반 안정화를 위해 월 2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한편 , 법정부담금

을 지급하고 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 . 또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성과에

따라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성과급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단 운영내규에 따른 평가기준(사업단 기여

도, 학술저서 및 논문 게재 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최근 2년간의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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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지원> 실적 (연간 1회 , 총 6건)

- 2016년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2017.02.20.) : 박지애 , 홍미주, 배지연

- 2017년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2017.02.21.) : 최준 , 조유영 , 배지연

2)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 공간 제공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 신진연구인력의 안정된 연구 활동과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였으며 , 연구 공간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 신진연구인력 연구 공간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303-2호

- 연구 활동 관련 각종 장비(PC 관련 일체, 인터넷, 냉난방기 , 냉장고 및 전기포터 등) 구비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활동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행하였다. 사전

지원으로는 연구 공간 및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여 학술활동 수행을 돕고 있으며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관련비용을 지원하고 , 해외 공동연구 및 연수 관련 비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학술지원을 통해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였다.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실적(총 6건)

- 배지연 . 제1회 대학원생 학술포럼 참석(전남대학교, 2016.09.30.)

- 배지연 , 2017년 한국현대문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서울대학교, 2017.06.10.)

- 배지연 . 제2회 대학원생 학술포럼 참석(고려대학교, 2017.08.25.)

- 조유영 , 2017년 한국언어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제주대학교, 2017.11.02.)

- 조유영 , 2017년 동양한문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신라대학교 , 2017.08.19.)

- 최준 , Corpus Linguist ics Internat iona l Conference 2017 발표 (영국 버밍엄대학교 , 2017.07.24.- 2017.

07.28.)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해외 공동연구 및 연수 지원> 실적(총 3건)

- 박지애 ,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단기연수(2016.08.11.-2016.08.16.)

- 배지연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장기연수(2017.01.23.-2017.02.07.)

- 조유영 ,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 연수(2018.01.18.-2018.01.21.)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논문 게재료 지원> 실적(총 6건)

- 박지애, ‘ 중국 설화의 수용과 문학적 상상력-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 ,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 명

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20160530.

- 홍미주 , ‘ 노년층과 청년층의 방언 차이에 대한 연구-경북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 , “영남

학” 31, 20161230.

- 배지연 , ‘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일제강점의 기억과 풍속 재현의 글쓰기 ’ , “우리말글” 71, 20161230.

- 배지연 , ‘ 최인훈 초기 소설에 나타난 근대의 양가성-<그레이구락부 전말기>와 <라울전>의 기독교적 상

145-384



상력을 중심으로 ’ , “한국현대문학연구”52, 201708.

- 조유영 , ‘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타난 道統구현 양상과 그 의미-<黃南別曲>과 <黃山別曲>을 중심

으로 ’ , “한국언어문학” , 201712.

- 조유영 , ‘ 채헌의 구곡시가 창작의 보편성과 특수성 - 시적 대상의 표현을 중심으로 ’ , “우리말글”75,

201712.

3. 우수 신진연구인력과 사업단 참여 구성원과의 연계 활동

1) 연구 분과별 책임교수와 상호 협력한 연구 진행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신진연구인력이 분과별 책임교수 및 참여교수와 함께 상호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 사업단 초기부터 진행해온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부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은 문화어문

학 관련 이론 개발 및 연구가 활기차게 진행되어 왔다 . 이 부분의 책임교수인 정우락 교수와 신진연구인력

박지애 , 조유영은 전공분야인 고전문학에서의 문화어문학의 방법론적 탐색을 해왔으며 , 그 결과 2018년 2월

에 사업단 학술총서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역락, 2018.02)을 발간했다 . 참여교수 2인(정우락, 최은숙) ,

신진연구인력 2인(박지애 , 조유영) , 참여대학원생 4인(최은주 , 김분청, 량짜오 , 황명환)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문화어문학이라는 사업단 중심 연구방법론을 구체화하고 학술적으로 논의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 .

2) 전공별 집담회를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본 사업단은 전공별로 월 1회 전공별 집담회를 개최하여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의 학문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참여대학원생들이 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 과정을 거쳐 한 편의 연구논

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2년간 전공별 집담회는 각 전공별로 매월 1회씩 모두 24회가 진행되었

으며 , 신진연구인력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및 학술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였다 .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전공별 집담회 진행> 실적(전공별 연간 12회, 2년간 총 72회)

(관련자료 4.2 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사항 참조)

전공별 집담회에서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연구논문 계획서) 작성 , 토론 및 질의 방

법과 같은 연구의 기본부터 교육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들이 학술연구의 기본기를 익히게 하였고 , 참여대학원

생이 각자의 논문을 집담회에서 발표하고 토론을 거쳐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위논문 발표 및 등재학술지

게재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3) 참여교수 , 참여대학원생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수행

지역 어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인력이 함께 하는 현장조사 및 현장학습을 활발히 시행

하였다 . 이 과정에서 신진연구인력은 각종 현장조사 및 현장학습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 최근 2년간 신진연

구인력의 현장조사 수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현장조사 수행> 실적(3건)

(1)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실습1 (2016.12.09.)

- 경북 안동시 일대(권정생 동화나라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

- 박지애 , 홍미주(신진연구인력) . 참여교수(김덕호) , 참여대학원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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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실습2 (2017.04.12.)

- 경북 안동시 및 영양군 일대(안동 이육사 문학관, 영양 조지훈 문학관, 주실마을)

- 배지연(신진연구인력) , 참여대학원생 8명

(3)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지역 근대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연구(2017.07.05.)

- 대구 도심 소재 문화어문학 관련 장소(대구문학관 , 264작은 문학관 , 희움역사전시관 , ETC예술콘텐츠협

동조합 등)

- 최준 , 배지연 , 조유영(신진연구인력) , 참여교수(백두현, 김주현 , 정우락) , 참여대학원생 20명

4) 참여교수 , 참여대학원생과 단기 연수 참여

문화어문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한국어문학의 국제적 확산을 추구하는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인력이 참여하

는 각종 연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주최 각종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에서의 학술활동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단은

2016년까지 단기 해외연수 위주로 진행하였으나 , 2017년 이후 장기 해외연수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단의 국제화 활동의 통로를 모색하였다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수 참여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연수 참여> 실적 (3건)

(1)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고려인의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학술 강연 및 현장 조사 연수 ’ ,

2016.08.11.-2016.08.16.

: 박지애(신진연구인력) 외 참여교수 1명(백두현) , 참여대학원생 5명(최은주 , 칸앞잘아흐메드 . 김명주 ,

황명환 , 강현아)

(2)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 연수 ‘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 , 2018년 01.18-2018.01.21.

: 조유영(신진연구인력) 외 참여교수 1명(정우락) , 참여대학원생 5명(량짜오 , 황명환 , 전설련, 김동연 ,

신소윤)

(3)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 ivers i 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 Lecture & Seminar Tra ining for the internat iona l isat i on and impl ementat ion of Korean Humani t i es

Studies ’ , 2017.01.23.-2017.02.07.

: 배지연(신진연구인력) 외 참여대학원생 5명(김명주 , 한송이, 정해연 , 김세연 , 강현아)

5) 참여교수 ,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및 연구 수행

(1)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본 사업단에서는 각 분과별로 참여인력이 상호 협력하는 공동연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공동

연구가 활발한 국어학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이 진행되어왔으며 , 그 과정에서 신진연구인력의

역할 또한 컸다. 최근 2년간 진행된 신진연구인력의 참여인력 공동사업은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참여인력 공동 사업> 실적(2건)

① 최준(신진연구인력) : ‘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 토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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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15.09.-2017.08.)

참여교수 남길임(공동연구원)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은영 , 이수진, 이민주 , 강현아, 김

세연 등의 4인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공동 연구 작업을 수행하였다 . 해당 사업에서

본 사업단의 공동연구원 2인(참여교수1, 신진연구인력1) , 연구보조원 4인(참여대학원생 4)은 언어정보팀으로

구성되어 , 과학교과서의 언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 언어 형식 패턴을 활용하여 전문용어 후보 목록을

추출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참여인력의 협업을 통해 산출한 1차적인 연구 결과물은 사업 결과 자료로서

의 데이터베이스와 방법론이며, 2차적인 연구 결과물은 아래에서 제시하는 2편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이며 ,

이 발표문들은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 참여대학원생들이 공동 저작하였다.

ㄱ . Jun Choi , Hyun-ju Song, Hae-Yun Jung, and Ki l i m Nam. ‘ A methodol ogy for ext ract i ng scient i f ic terms

for educat i on f 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 , BAAL Vocabul ary SIG 2016, 2016.07.

ㄴ. Jun Choi , Hae-Yun Jung, Hyeonah Kang and Seiyeon Kim, ‘ Repor t on the Automat i c Ext ract ion of Korean

Scient i f i c Phrasal Term Candidates, wi 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 Corpus Linguist ics

Internati onal Conference 2017, 2017.07.

② 최준(신진연구인력) : ‘ 2017년 신어 조사 ’ 연구 용역 사업(2017.03.-2017.11.)

연구책임자인 참여교수 남길임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은영 , 이수진 , 이민주, 강현아 , 김

세연 , 신원석 등의 5인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 사업은

2017년 새롭게 출현하여 사용되는 어휘를 조사하고 , 2005~2007년 신어의 10년간의 사용추이를 분석하는 사업

이다 . 특히 신진연구인력 최준은 참여대학원생인 이수진 , 김세연과 함께 신어 사용 주기 조사팀을 구성하여 ,

2005년~2007년 사이에 조사된 신어 항목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약 10년간의 미시적인 사용 양상 추이를 분

석하였다 . 이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연구결과보고서로 간행되었으며 ,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 참여

대학원생의 공동 논문으로 등재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발표․게재되었다 .

ㄱ. 남길임 , 이수진 , 최준,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 한

국사전학 29호 , 2017.05.

(2)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연구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참여대학원생이 공동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협업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 그러한 공동 사업 사례는 그를 기반으로 심화된 공동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 특히 국어

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최근 2년간의 공동 연구의 성과는 국어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성과는

1건이지만 향후 다른 성과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신진연구인력 최준이 주도한 참여인력과의 공동연구는 국제학술대회 공동발표 성과를 거두었다 .

- Corpus Linguist ics Internat iona l Conference 2017

“Repor t on the Automat i c Ext ract ion of Korean Scient i f ic Phrasal Term Candidates, wi 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 , In Corpus Linguist ics Internat iona l Conference 2017, Bi rm ingham.

신진연구인력 최준이 참석하여 발표, 지원한 Corpus Linguist ics Internat iona l Conference 는 말뭉치 언어학

분야의 최대 규모 학술대회에 해당한다 . (참가국 수 30개국 이상, 총 발표논문 수 227건, 외국인 논문 비율

99% 이상) 위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은 신진연구인력 1인과 참여대학원생 3인(정해연 , 강현아 , 김세연)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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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업을 통한 연구 결과물이다. 국어국문학의 학문 분야의 특성상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여 기회가 제

한적임에도 불구하고 , 특히 연구 및 발표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지 않은 석사과정생 2인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지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관련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 구체적인 성과로 본 사업단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

생, 참여교수로 구성된 3개의 팀[1-최준(신진연구인력) , 정해연(참여대학원생) , 2-이민주, 강현아 , 신원석(이

상 참여대학원생) , 남길임(참여교수) , 3-한송이 , 정해연(이상 참여대학원생)]이 2018년 7월,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되는 유럽사전학회(18th EURALEX Internat iona l Congress) 에 발표 신청하여 3개 팀이 모두 2018년 2월에

발표 수락 확정되었다.

6) 사업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본 사업단에서는 아젠다와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총서를 발간해왔다.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에 이어 2018년 2월에는 사업단 학술총서 3권에 해당

하는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을 간행하였다 .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의 사업단 학술저서 간행 참여 실

적은 1건으로서 , 신진연구인력 박지애 , 조유영이 공동으로 참여한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역락 ,

2018.02.)이 있다.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여 이론적으로 적용 가

능성을 모색한 결과로서 , 고전 문헌의 문화론적 독법을 고민하는 한편 ,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전문학의

현장과 문화적 전통을 분석하였다. 이번 학술총서 간행에는 신진연구인력인 박지애 , 조유영이 중심이 되어

참여교수(정우락 , 최은숙)와 참여대학원생(최은주 , 김분청 , 량짜오 , 황명환)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단의 대표

적인 성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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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진연구인력의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표 7> 신진연구인력 1인당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실적

항목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3 5.4 0 8.4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학술 저서

환산편수

국어 0.1428 0.2222 0.4614 0.8264

외국어 0 0 0 0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3.1428 5.6222 0.4614 9.2264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3.355

환산참여 신진연구인력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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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진연구인력 대표 연구실적의 우수성

가.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대표논문 및 저서의 우수성

<표 8>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대표 실적 목룍

연번
논문/저서

구분
논문명/
저서명

논문게재/학술저서 정보 저자 중
신진연구인력

성명

주저자
여부

객관적 우수성
게재학술지명/

출판사명
년월

(YYYYMM)

1 논문

중국 설화
의 수용과
문학적 상
상력-관련
작품을 중
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
총

201605 박지애
사업단 아젠다(영남지역 문화

어문학) 관련 연구

2 논문

노년층과
청년층의
방언 차이
에 대한 연
구-경북 영
천 방언의
문법 형태
를 중심으

로-

영남학 201612 홍미주
사업단 아젠다(영남지역 문화

어문학) 관련 연구

3 논문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
타난 道統
구현 양상

과 그 의미-
「黃南別
曲」과 「
黃山別曲
」을 중심

으로

한국언어문학 201712 조유영
사업단 아젠다(영남지역 문화

어문학) 관련 연구

4 논문

채헌의 구
곡시가 창
작의 보편
성과 특수
성 - 시적
대상의 표
현을 중심

으로

우리말글 201712 조유영
사업단 아젠다(영남지역 문화

어문학)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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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대표실적 우수성 제시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대표실적 우수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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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 신진연구인력의 대표논문으로 선정한 다음 논문들은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연암지역 어문학 및

문화어문학적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연구들이다. 대표 논문에서 빠진 논문 중에는 KCI IF 0.91로 0.91

로 해당 학문분야(인문학>사전학)의 유일한 학술지인 “한국사전학”에 게재되고 KCI 피인용횟수 2인 논문(최준

외,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 2017.05) , 서울대학교 주관

“한국현대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배지연 , ‘ 최인훈 초기 소설에 나타난 근대의 양가성-<그레이구락부 전말

기>, <라울전>을 중심으로 ’ , 2017.08)도 있다. 사업단이 지향하는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아래의 논문을 대표실적으로 선정하여 , 그 우수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박지애 , ‘ 중국 설화의 수용과 문학적 상상력-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 ,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 명지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05.30.

이 글은 중국의 양산백과 축영대 설화가 국내에 수용된 이후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되어 창의적으로 변용된

다양한 장르의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즉 양산백과 축영대라는 동일 소재가 국내의 다양한 문

학 양식으로 수용 · 변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적 보편성을 살핌과 동시에 , 담당층과 수용층 , 시기 , 장르

적 관습 등의 이질적 요소에 의해 동일 소재가 장르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현된 장르별 독자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특히 , <양산백과 축영대>를 소재로 한 민요가 영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이유를 영남지역 서

사민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지역민요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홍미주, ‘ 노년층과 청년층의 방언 차이에 대한 연구-경북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 , “영남

학” 31, 2016.12.30.

이 논문은 영천 지역의 노년층 화자와 청년층 화자가 사용하는 문법적 요소를 대조적으로 파악하고 , 어떠

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 노년층은 주로 전통적인 방언 문법 형태

를 사용하고 , 청년층은 상황에 따라 표준어형과 방언형을 구별해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 청년층은 아주

친밀한 상대와 대화할 때 방언을 사용하여 , 이중방언사용자의 모습을 보인다 . 청년층에서 방언형 사용이 줄

어드는 이유는 방언형을 몰라서가 아니라 청년층 화자가 대화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임

을 논의하여 , 연령에 따른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 사용 양상과 젊은 세대의 방언 사용 기제를 파악할 수 있

었다 . 본 논의는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실제 화자의 언어적 요소를 파악하여 방언 사용 양상과 기제를 살펴

본 것으로 , 영남지역의 실제성 있는 언어 자료를 통한 지역어와 문화 연구라는 측면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된

다.

3. 조유영, ‘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타난 道統구현 양상과 그 의미-<黃南別曲>과 <黃山別曲>을 중심으

로 ’ , “한국언어문학” , 2017.12.31.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인 <황남별곡>과 <황산별곡>의 비교를 통해 작품의 개작 양상과 그 이

면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사적 의미를 고찰해한 논문이다 . 따라서 이 논문은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새롭

게 발굴하고 , 문화어문학적 관점을 통해 그 가치를 새롭게 구명하고자 하는 본 사업단의 연구 방향에 부합하

는 연구 성과이다 . 이 논문은 아직 학계에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인용지수가 높지는 않지만 , 본 사업

단의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창출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조유영 , ‘ 채헌의 구곡시가 창작의 보편성과 특수성 - 시적 대상의 표현을 중심으로 ’ , “우리말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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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문경지역의 향촌사족이었던 채헌의 석문구곡 경영과 구곡시가 창작의 배경을 살피

고, 그가 지은 가사체 구곡가인 <석문정구곡도가>와 구곡시인 <석문구곡차무이도가운>을 비교 고찰한 논문이

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새롭게 발굴하여 문화어문학적 관점을 통해 그 가치를 새롭

게 구명하고자 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직 학계에 발

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인용지수가 높지는 않지만 ,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성과

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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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의 국제화 전략

5.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계획)

 ◇ 최근 2년간 교육 국제화 실적의 성찰과 향후 사업의 방향

 BK 플러스 사업의 수혜로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가 대학원 국제화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

근 2년 간 해외 석학 초청 강연과 대학원생 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이전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2배 이상의 향상을 보

였는데, 이는 2013년 사업 시작 당시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본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양적 향상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의 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정량적 목표치를 당초보다 상향 조정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현 황및 실적

 1)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영어)강좌 / 대학원생 현황

 (1) 외국인 교수 확보 현황

 현재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내에 외국인 교수는 없다. 하지만 학과 내에서 비교문학이나 언어학 전공의 외국

인 교수 채용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초빙교수, 외국인 전임교수 TO 확보 등 다양한 형태

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사업단에서는 학기 단위와 계절학기 중에 운영되는 본

교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2) 영어강좌 운영 현황 및 계획

 본 사업단에서는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을 2014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교수가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은 글로벌시대를맞이하여국제학술지나영문학술지에논문을제출할수있도록영문학술논문작성능

력을기르기 위해 기획된 교과목이다.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강좌는 2014년 1학기에 개설된 이후 매년 1회 개설되어 왔으

며,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은 <수강 권장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2014년 1학기에 개설된 <영문학

술논문작성법> 교과목의 목표 및 주별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개요 및 목표

 Students will develop writing competence which will enable them to create and present slides, business letters,

and essays with a given topic.

 -주별 강의 내용

a. Cover basic English grammar with type 5 sentence structures with concentration on type 2 and type 5 sentence

structure.  Cover basic slide format.

b. Cover relative pronouns - subjective, objective and possessive.  Cover basic slide format.

c. Cover past and present participle forms.  Cover participle construction.  Cover basic slide format.

d. Cover infinitive form.  Cover basic slide format.

e. Write and submit the first project of essay and slides

f. Cover preposition.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g. Cover gerund.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h. Cover subjunctive mood.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I. Cover relative adverbs.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j. Write and submit the second project of essay, business letter, and slide

k. Cover active and passive form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intermediate business letter form.

l. Cover comparative sentence structure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intermediate business letter

form.

m. Cover inversion sentences.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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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ver combining skills of various grammatical structures and complex pattern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advanced and sophisticated business letter form.

o. Write and submit final essay, business letter, and slide

 (3)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현황 및 실적

 본 사업단의 소속학과 대학원생 중 외국인은 현재 32명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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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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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8명

일본                            1명

인도                            1명

프랑스                          1명

아제르바이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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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은 당초 2015년까지 28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유지하고 2016년부터 그 규모를 점차 늘려 2018년에는

32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당초의 계획과 대비하였을 때, 적절한 비율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대학원생의 출신 국가는 일본,인도, 프랑스 등도 있으나, 상당수의 인원이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내 우수 외국인 장

학금(KNU International Graduate Scholarship), 국제교류재단의 정부 초청 외국인 자학금 등을 활용하고 있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본 사업단 소속학과 대학원에서 외국인유학생의 연구

력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에 대한 엄격한 적용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만이 대학원 석사과정 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구술면접을 통해 되도

록 6급 소지의 유학생만을 선발한다.

 ㉯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한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 간의 경쟁 체재 유지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는 KINGS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 장학금 등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는 유학생도 있다. 단, 이러한 장학금은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

어지는 것은 아니며, 입학 시의 엄격한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 학위 과정 중에는 성적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다. 이러한 장학생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우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매년 장학생을 새로 선발하는 경쟁체계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쟁 체제가 유지되어 유학생의 연구 성과를 높일 수있다.

 ◇본교 장학제도와 정부 장학제도

 -KINGS 장학금(KNUInternationalGraduate Scholarship)

 순수 외국인전형에서 수학능력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외국인 대학원생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급되며 계속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재추천과 일정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함.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 장학금

 국제교류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통해 지원하여 수혜받음. 대다수의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받

고 있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급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외국인학생의 정부에서 신청받아 이를 한국국제교육원으로 넘겨준

후,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등록금 전액이 지급됨.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교과목 신규 개설 운영

 본 사업단 소속학과 대학원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논문작성법

> 수업은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문장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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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다. 15주 강좌 중 8주 동안은 학술 논문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강좌가 운영되며, 나머지

7주 동안은 글쓰기 과정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학술 논문을 작성하고 담당교수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한국어논문작성법>은 학문 분야에 따른 글쓰기 방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문학 전공 교수와 국

어학 전공 교수가 팀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논문작성법> 주별 강의 내용

1주. 강의 내용과 방법 소개/학술적 글쓰기의 특징과 구조

2주. 논문의 제목 정하기/연구 계획서 작성하기

3주. 차례 쓰기/서론 쓰기(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

4주. 본론 쓰기(연구 방법론, 이론적 배경, 용어 정의)

5주. 본론 쓰기(연구 윤리 및 표절 문제, 인용하기와 각주 쓰기)

6주. 본론 쓰기(본론 구성을 위한 단락의 특성 파악하기/학술적 글쓰기의 특징적인 표현 익히기)

7주. 본론 쓰기(데이터 분석과 기술하기/데이터 해석과 적용하기)

8주. 결론 쓰기/참고문헌 쓰기/초록 쓰기

9주. 수강생 개별 연구 계획서 발표 및 피드백

10주. 학술논문 차례와 서론 쓰기 실습 및 피드백

11주. 논문의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론 쓰기 실습 및 피드백

12주. 학술논문의 본론 내용 구성과 배치 실습 및 피드백

13주. 단락의 특성에 맞게 본론 쓰기 실습 및 피드백

14주. 학술논문의 결론 쓰기 실습 및 피드백

15주. 학술논문 참고문헌 및 초록 쓰기 실습 및 피드백

 2) 해외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본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요구와 시의성을 고려하여 1년에 2회 이상 해외석학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은 물론 강연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원생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해

외 한국학 연구 동향이나 한국학과 관련된 국제적 관심사를 폭넓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강의 주제는본 사업단

의 관심사인 문화어문학과 한국어문학이 주를 이루며, 거시적 안목에서 국어국문학을 조망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

외 한국학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과 전망,국어국문학 관련 해외 취업 분야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최

근 2년간 실시한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1차 특강(2013.12.10.): 베르너 삿세(독일 보훔대학교 교수), <외국인이 본 한국고전과 고전문학>

 -2차 특강(2014.2.20.): 신성철(호주 뉴 사우스 웰즈대학교 교수), <호주의 한국학 동향과 향후 과제>.

 -3차 특강(2014.5.24.): 후지모토 유키오(일본 레이타쿠대학교 교수),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오구라문고에 대하여>.

 -4차 특강(2014.7.9.): 방동수(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전임강사), <미국에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5차 특강(2014.11.10.): 강승철(중국 하얼빈사범대학교 교수), <신화시대의 중, 한 비교>

 -6차 특강(2015.5.18.): 양바오중(중국 하북대학교 교수), <불교 문화가 근대 한자에 미친 영향>

 -7차 특강(2015.5.18.): 장지엔윈(중국 하북대학교 교수), <중국에서 본 한국의 문화산업 연구>

 -8차 특강(2015.5.20.):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교수), <‘흥부전’의 재발견-조선중기 상속제도와 관련하

여>

 3)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은 모두 12건의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국내

한국어문학 연구 성과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국제학술회의

의 참가를 독려하고 ‘발표’와 ‘단순 참가’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국제 학술회의 중에서도 Asialex(아시아사전학회), Euralex(유럽사전학회) 등 사전학이나 언어

DB와 관련한 발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본 사업단의 주요 하위 사업 목표인‘한국어문학 자료의 질서화와 이

론화’,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최근 2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이수진,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focusing on ‘school violence’ text, Daegu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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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2013, 한국.

 -서은영, Usage Patterns of ‘-keyss-’ regarding Text Genres in Korean,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홍콩.

 -이수진,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중국.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중립국의 의미 연구,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2014, 러시아.

 -김명주, 20世紀前期の日本語學習書におけるハングル音注表記に關する硏究, 第65回朝鮮學會大會, 2014, 일본.

 -이수진, A Study on the Extended Lexical Units of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2014, 미국.

 -김명주.김예니, Characteristics of Adverbs and their Semantic Function in Traditional Korean Culinary

Manuscripts,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2014, 미국.

 -우수영, A Study of the Korean Food Culture in Park Kyeung-lee's <To-ji> and Cheo Myoung-hyee's <Hon-bul>,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2014, 한국.

 -윤지혜, A Comparative Study of Heroic Boy and Discourse about Children in Feature Animation of Korea and

Japa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2015, 한국.

 -티엔즈윈, The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war novels about the Korean War,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2015, 한국.

 -김지혜, The study on Jeong ji-yong’s poetry in 『自由詩人』 and 『同志社大學豫科學生會誌』,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2015, 한국.

 -정해연, Forms of Address in French-Korean and Korean-French Dictionaries-From the Perspective of a French

Learner of Korean,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LEX, 2015, 홍콩.

 -칸앞잘아흐메드,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2015, 오스트리아.

 4)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실적 및 현황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대학원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특강, 대학원생 공동 세미나, 연수 지역 어문학 자산 자료 조사 및 탐방, 연수 지역

문화콘텐츠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교육을 받아 왔고, 그 결과물들이 사업단 내의 결과보고서 책자로 공

유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사업단에서 실시한 해외 단기연수는 다음과 같다.

 -1차: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중국 곡부사범대학, 2013.12.14.~17. 참여대학원생 8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

수 1명)

 -2차: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연수(중국 하얼빈사범대학, 2014.8.5.~9. 참여대학원생 4명, 참여교수 1명)

 -3차: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중국 하북대학, 2014.10.23.~27. 참여대학원생 6명, 참여교수 1명)

 -4차: 한미 한국어문학 연구 동향과 전망(미국 하와이대학, 2014.11.4.~9. 참여대학원생 3명, 참여교수 1명)

 -5차: 일본 칸사이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연수(일본 덴리대학, 2015.6.14.~19. 참여대학원생 4명,

참여교수 1명)

 본 사업단은 장단기 해외연수 지역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의 연구기

관 및 대학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외 장단기연수는 참여대학원생들의 융합적.국제적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본사업단이대학원생을파견할 계획이 있거나,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연구 기관은 다음과 같

다.

 ◇ 미국 파견 대상 기관

 -콜롬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 동아시아문화학과 김정원 교수와 2016년 대학원생 장기연수 논의 중에 있음. 장기 연수의 주제는 조선사 및 조선시

대 필사본 연구에 대한 연구.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Buffalo Stat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학부 및 대학원생의 교류에 대한 MOU 체결을 협의 중에 있음.

 ◇ 중국 파견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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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대학교 한국어대학(山東大學 韓國學院)

 : 2015년 8월 장기연수 확정 후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연기.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하기로 하고 상호 일정 조율 중.

 -하북대학 문학원(河北大學 文學院)

 : 2015년 12월 11일~14일 단기연수 예정, 백두현, 정우락, 김주현, 서혜은 등 참여 교수의 인솔 하에 대학원생 총 10여

명이 참가하기로 함. 특히 ‘한중 문화의 인지와 대화’라는 주제로 50여 명의 양국 연구자가 발표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있음. 양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집필하는 <한중 문화어문학> 저서를 기획, 집필하고 있음.

 ◇ 일본 파견 대상 기관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 코스(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言語文化 コ-ス)

 : 2015년 10월~2015년 2월. 교환학생(김동현) 장기연수 확정

 ◇ 유럽 지역 파견 대상 기관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 공동 복수학위제 논의 과정에 있으며, 교수 초청 프로그램 및 학부생 교류가 현재 활발한 상황임. 향후 대학원생 장

기연수를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현지 세종학당과 강사 파견 및 프로그램 협력이 가능함.

 - 오스트리아 빈대학 한국학과

 : 한국문화 전공 윤선영 교수와 대학원생 교류 논의 중에 있음. 대학원생 상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논의 중.

 ◇ 인도네시아 파견 대상 기관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2016년 1월 단기연수 계획

 2.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계획

 1)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 및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

 본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할 때 우수한 외국유학생을 대학원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어 문화에 기반한 문화어문학을

가르치고 이러한 인력을 세계 각지로 파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본 사업단이 세계적인 연구인력을 양성하

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과 연관된다. 본 사업단은 현행 우수외국인 유치 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늘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1) 우수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증원 및 홍보

 -현재 전체대학원생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전체 대학원 규모에서 그리 적은 수는 아니다. 따라

서 유학생의 학술 경쟁력은 본 사업단의 국제적 경쟁력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유학

생의 수를 단계적으로 늘여나가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유학생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고려함으로써 수업과 연구의 내실화

를 유지하고자 한다.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재적수는 연평균 20명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외국인 입학생 수를 연평균 7명 정도를 유지하

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도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학생

장학금의 수혜자는 전체 유학생의 50~80%에 해당한다. 이렇게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 것은 본교가 우수한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 정도의 장학금 지원을 유지할 것이다. 본 사업단의 외국

인 유학생 유치 실적과 향후 증원 계획은 아래와 같다.

 ◇ 본 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과 향후 증원 계획

------------------------------------------------------------------------------------------------------------ 연

도            외국인 유학생 재적수        해당연도 입학생수               장학금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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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8                        9                             14

2014                   18                        7                             17

2015                   22                        7                             19

2016                   27                        7                             20

2017                   30                        7                             23

2018                   3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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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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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학 기준 상향조정

 석사과정 입학의 경우,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소지자에서 6급 소지자로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박사과정 입학의 경우

, 6급 수준의 한국어능력과 함께 석사학위 수준의 전공시험을 실시한다.

 (3) KINGS(Kyungpook International Graduate Scholarship)의 배정에 경쟁시스템 도입

 경북대학교의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제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 장학금제도를 활용하되,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고

매년 상위 30%내외의 학생만을 선발하는 경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4)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교육 확대

 본 사업단에서는 <한국어논문작성법>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어국문학과 소속 외국인 대학원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최근 2년간 강의 운영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위 논문 작성, 한국어 학술능력 등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사업단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술 토론’, ‘문학/어학 등 전공별 논문 작성법’

등을 주제로 하는 단기 세미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유학생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 대학원생의 해외 논문 발표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확대

 지난 2년 간 현재 대학원생의 해외 논문 발표 실적은 총 10건,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는 4건으로 발표 실적에 비해 국

제 학술지 게재가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건수를 연차별로 늘여, 사업의 종료 시점 2019에

는 매년 10건 이상의 해외 학술회의 발표 실적, 5편 이상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국제 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도록 독려하고, 참여 대학원생과 참여 교수의 공

동 논문 작성을 장려하는 등 대학원생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

단 소속학과 대학원에서 신규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외에도 국제 학술회의 직전에

영어 발표 자료 작성법, 영어 발표 기법 세미나 등을 상시로 개최해 왔고, 대학원생의 지원 요청에 따라 향후 <학술영어

발표와 토론 기법>등의 강좌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본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생 국제 학술 활동 지

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인문대학 대학원생이 A&HCI급의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본 사업단의

학생들 중에는 이미 국제 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들 중 연구

내용이 우수하고, 학술 영어에 유창한 학생들을 독려하려 A&HCI, S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게재논문 장려

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한 본교 프로그램으로는 경북대학교 우수학술논문지원사업의 국제저명학술지 장려금지원

사업, KNUAH학술지원사업(A&HCI논문게재를 목표로 연구 지원) 등이 이미 수행되고 있다.

 (2)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인 연구 역량을 함양하고, 한국학의 연구의 지평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본 사업

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특히 국제학술회의의

단순 참가보다는 '발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지원 체계를 '단순 참가'와 '발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발표' 시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전원 '발표자'이다.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들이 BK21플러스 사업비로 지원받아 참가한 국제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손유진, 韓·中儒敎文化的過去與現在(중국, 2013)

 -서은영,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홍콩, 2014)

 -이수진,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홍콩, 2014)

 -칸앞잘아흐메드,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러시아, 2014)

 -김명주, 第65回朝鮮學會大會(일본, 2014)

 -이수진,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미국, 2014)

 -김예니·김명주,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미국, 2014)

 -김분청, 中韓硏究生學術硏討會(중국, 2014)

 -김나혜, 中韓硏究生學術硏討會(중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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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자오, 全國中國語言文學博士后學術論壇(중국, 2014)

 -정해연,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LEX(홍콩, 2015)

 -칸앞잘아흐메드,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오스트리아, 2015)

 본 사업단에서는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를 독려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

이며,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학술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제 학술지나 국내 영어논문 학술지에 투고를 장려할 계

획이다. 또 향후 학술회의 참여 인원을 늘리고 참여 학술회의 유형도 다양화하기 위해 참여교수와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

다. 본 사업단에서는 현재 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현황을 기반으로, 당초 목표했던 계획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조정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 현황과 계획

  (횟수의 () 부분은 당초 목표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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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국제학술대회 참가 횟수           참가 학술대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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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1)           Asialex, The Asia Triple Helix Society

2014      7(3)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第65回 朝鮮學會大會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2015      5(4)           (상반기)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LEX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중국 하북대학 국제공동학술회의 12월 개최 예정

2016      8(7)           The 17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7      8(7)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Lexicography

                         The 8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The 13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2018      10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9      10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Lexicography

                         The 14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The 9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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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연구 벤치마킹을 위한 대학원생의 해외연수 지원과 전문기관 파견 지원 계획

 (1) 해외 장기연수 계획

 본 사업단이 최근 2년간 국제학술발표회의 참가나 단기 연수에서 일정한 양과 질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장기 연수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비교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

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기 연수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장기 연수 프로그램은 비

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으로 참가가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 대학 또는 학과 상호간의 관계와 연구 분야에 대한

사전 조사가 단시 프로그램에 비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2년간 참여 교수의 국제적 활동을

통해 사업단 주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해외 유명 대학, 관련 프로그램을 모색해 왔으며, 아래와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

<장기 연수 확정 대학>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言語文化コ-ス)

: 2015년 10월~2015년 2월. 교환학생(김동현) 장기연수 확정

<장기 연수 논의 진행 중 대학 및 연수 주제>

-콜롬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 동아시아문화학과 김정원 교수와 2016년 대학원생 장기연수 논의 중에 있음. 장기 연수의 주제는 조선사 및 조선시대

필사본 연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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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 공동 복수학위제 논의 과정에 있으며, 교수 초청 프로그램 및 학부생 교류가 현재 활발한 상황임. 향후 대학원생 장기

연수를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현지 세종학당과 강사 파견 및 프로그램 협력이 가능함.

- 오스트리아 빈대학 한국학과

: 한국문화 전공 윤선영 교수와 대학원생 교류 논의 중에 있음. 대학원생 상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논의 중.

 위 대학에 파견 대상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성과 평가를 통해 선발되며, 1인당 연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본교는 현재 56개국 407개의 대학 및 연구소와 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위 파견 대상 대학은 이후 프로그

램 운영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본교 국제교류원이 EU지역 대학과 공동학위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종학당이 설치되어 있는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등에서 본과 대학원생들의 방문을 요청한 상

태이다.

 (2) 해외 단기연수 계획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단기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 2년간 총 5회의 단기 연수를 진행하여 25명의 참여대학원생들이 단기 연수에 참가하였다. 이는 최

근 2년 동안 사업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 180명 중 전체 14%에 해당한다. 향후에 예정된 단기 연수 기간 동안에는 연수

기관에서의 특강,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연수기관 연구자 및 대학원생과의 공동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 단기 연수가 확정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기 연수 확정 대학>

-하북대학 문학원(河北大學 文學院)

: 2015년 12월 11일~14일 단기연수 예정, 백두현, 정우락, 김주현, 서혜은 등 참여 교수의 인솔 하에 대학원생 총 10여

명이 참가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중 문화의 인지와 대화’라는 주제로 50여 명의 양국 연구자가 발표하는 공동 학술대

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양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집필하는 <한중 문화어문학>(안) 저서를 기획, 집필하고 있다

. 이 저서는 양교의 대학원생이 부교재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생해외 단기 연수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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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횟수         연수 국가                참여대학원생 연수 참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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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중국                           8

2014                  3             중국, 미국                    13

2015(상반기)          1             일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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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하반기)          1             중국                          10

2016                  2             인도네시아, 미국               5

2017                  3             3개국                         15

2018                  3             3개국                         15

2019                  3             3개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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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외석학 초청 강연의 확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본 사업단은 문화 관련 외국 저명학자의 초청 강연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해 왔는데, 최근 2년 동안 사업단이 기획한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은 총 8회이다.향후에도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원 《해외우수교수초빙강좌》,사업단 주도의 단기 특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의 저명학자 초청 강연

을 기획 중에 있다. 본 사업단이 앞으로 상호 교류 및 초청하고자 하는 해외 학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학 관련 해외학자 초청 계획

- 김남길, 미국 USC 한국어학 전공. (2015년 10월 25~27일 사이 특강 예정. 특강 주제: “한국 문화 학습을 위한 핵심어

연구”

-송창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특강 주제: 표준어와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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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미국 일리노이대 언어학 전공.

-김메리, 미국 하와이대 한국어 전공.

-김선주, 미국 하버드대 조선사 전공.

-와다도모미, 일본 도야마대 한국현대문학 전공.

-노마히데끼, 일본 국제교양대 한국어학 전공.

-루이스,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사전공.

-윤선영, 오스트리아 빈대학 한국문화 전공.

-펑린, 중국 청화대 한국철학 전공.

-김병민, 중국 연변대 한국문학 전공.

-찐밍더, 대만 문화대 한국고전문학 전공.

 6)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계획

  현재 본 사업단이 참여대학원생(김동현)은 일본 도야마대학교 인문과학연구과 조선문화전공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교환학생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본 사업단과 교류 중인 도야마대학교의 와도 토모미 교수가 해당 기간

동안 김동현 학생을 지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이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도야마대학교에서 수강하는 6학점은 본교

에서 수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본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407개의 해외대학과 교류가 가능하며, 각 단과대학 및 연구소별로

100여 개의 대학과 교류 중이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와 학술 교류 및 학생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으로 향후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가 가능한 대학 중 대표적인 대학이다.

 ◇ 경북대학교와 학술교류 및 학생 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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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ustin Peay State University. Jan. 14. 2009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Dec. 3. 2012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April. 17. 2003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Jun. 9 2015

California State University Monterey Bay. Jun. 3, 2015

Columbus State University. October 22, 2013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c. 11. 2006

Marshall University. Jun. 26. 2001

Medaille College. Jun. 1. 2011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Nov. 26. 2002

Morehead State University April. 24, 2014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March. 2. 2010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Pembrok.e Jan. 5. 2009

Univeristy of Texas at Dallas. Nov. 7. 2005

University of Guam. Oct. 27, 2014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Jul. 21. 1999

University of Kentucky March. 2. 2009

University of Oklahoma March. 5. 2002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April. 8. 2004

Upper Iowa University. November 1, 2013

Utah State University. Feb. 5. 2013

Wayne State University. Aug. 13. 2012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July 26, 2013

일본

Gakushuin University. Apr. 03. 2006

Hirosaki University. Jul. 11. 2001

Hiroshima University. Apr. 22. 2000

Kyoto University. Jun. 05. 1984

Kyushu University. Dec. 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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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asaki University. Sep. 30. 2004

Ochanomizu University. Jun. 22. 2011

Shimane University. Mar. 18. 2008

Shizuoka University. Mar. 07. 2008

Tohoku University. Sep. 2. 2002

University of Miyazaki. Jan. 7. 2013

University of Tokushim.a Oct. 28, 1998

University of Tsukuba. Feb. 08. 2011

Utsunomiya University. Mar. 19. 2009

Wakayama University. Apr. 02. 2010

Tsukuba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May. 22. 2002

University of Toyama (College of Humanities). July. 30. 2010

중국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Jan. 14, 2015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Nov. 27. 1992

Jilin University. Dec. 21. 1996

Lanzhou University. Jan. 21. 2008

Nanjing University. Jan. 14, 2015

Nankai University. Jun. 07. 2002

Qingdao University. Jun. 12. 2002

Renmin University of China. May. 08. 2006

Shaanxi Normal University. Jul. 05. 2006

Shandong University at Weiha.i Aug. 25. 2004

Yanbian University. Jul. 14. 2000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pril. 18. 2008

Yunnan Arts University. Jun. 06. 2012

Zhengzhou University. May. 10. 2006

Ocean University of China (College of Humanities). Oct. 31. 2011

이탈리아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May 13, 2013

인도네시아

Univeritas Gajda Mada. Jan. 20.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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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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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의 비전에 포함된 핵심어 중 ‘ 지역 ’ 과 ‘ 문화어문학 ’ 은 공히 어문학 연구 수행 대상의

특수성을 표상한다 . 먼저 ‘ 지역 ’ 은 그 자체로서 공간적 국부성을 나타내며 , ‘ 문화어문학 ’ 은 맥락

을 배제한 언어 및 문학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문화로서의 일정한 맥락과 함께 나타나는 언어 문학으

로서의 연구 대상을 의미한다 . 여기서 국부적 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악되는 지역 문화어문학의

특수성은 다시 보편적 맥락에서 비교․논의되고 검증함으로써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본 사업단의 비전의 실천으로서 연구 인력 양성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 결과물을 국제적인 논

의의 장에서 검토하고 그것이 보편적 맥락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 자기 검열하는 과정이

사업단 비전의 확장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참여연구인력들이 , 그 중에서도 특히 참여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소개하고 능동적으로 최신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세 가지

단계를 설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적을 산출하고 있다 .

1단계 : 기초역량강화- 학술적 맥락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

2단계 : 국제적 성과물 산출의 준비- 국외 연구 동향 파악 기회 제공

3단계 : 국제적 성과물 산출-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투고 및 게재 지원

첫 번째 단계는 내국인 학생들의 능동적인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한국어 문화어문학 연구

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영어/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하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이러한 양방향의 국제화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 영어 논문 작성법( Academi c w r i t i ng i n

Eng l i sh)과 한국어 논문 작성법 과목을 각각 연간 1회씩(각 2학점 , 2년간 총 4회) 정기적으로 개설

운영했다 .

두 번째 단계는 국제적 성과물 산출의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

는 기회 제공의 단계이다 . 이 단계에서는 최신의 국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보편적 측면에서의 이론

연구 , 연구 방법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통해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외

연수 준비 및 실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2017년 1학기부터 2회)함으로써 연구성과 산출을 위한 실제적

이해를 도왔으며 , 장∙단기 국외 연수 참여를 지원하였다 . 더불어 문화어문학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

련된 해외 학자 초청 강연을 2년간 4회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대학원생들이 국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

세 번째 단계는 위의 두 단계를 통해 함양된 국제화의 기반 능력을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와

연결하여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 본 사업단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신청 , 심사 , 발

표 수락 , 발표 및 참가 등의 과정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

심사 , 게재 등의 과정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지 게재의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과정 전반을

지원했다 .

BK21플러스 사업 운영 이후 본 사업단의 대학원 국제화 실적은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분야 중 하

나이다 . 그러한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국제화 실적의 발전은 1~3차년도에 이어 6차년도에 이르는 현재

까지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 최근 2년 동안 참여대학원생 12명(발표 논문 수 기준 9건)이 한국연구

재단 인문사회 분야 기준을 충족한 국제학술대회 발표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검증받는 기

회를 가졌다 . 이와 더불어 최근 2년 동안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부분은 장․단기 해외연수 ,

해외 석학 초빙 강연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계활동으로 산출한 연구 성과물

의 국제 학술대회 발표 등의 양적 , 질적 우수성 등이라 할 수 있으며 , 이는 사업단 자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 본 사업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운영해 온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 외국인(영어) 강좌/대학원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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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영어) 강좌 개설 운영

- 대학원 교과목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연 1회(매 연도 2학기) 개설 및 운영

사업단이 지향하는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회(매 연도 2학기) 학술적 영어

글쓰기와 관련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Academi c w r i t i ng i n Eng l i sh)>을 대학원 교과 과정으로 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해당 교과목의 운영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적 영어 글쓰기 능력을 배양

하였다 . 꾸준한 강좌 운영과 더불어 사업단의 강의 평가 환류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 수강 대학원생

의 수준을 반영해 기초 단계부터 심화 단계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강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

2016년 2학기에 개설된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의 주차별 강의 개요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Title Academ icwr it ing in Engl ish Course Code KORL802001 Credits 2.0

Depart ment 국어국문학과 Semester 20162 Course Categor ies 전공

Inst ructor Brann yunhwa jeon Hours 수5A5B 수6A6B Locat ion 인문대학203

no Course Goals and Object ives Assignment

1 Cover basic Engl ish grammar wi th type 5 sent ence st ructures wi th
concentrat ionon type 2 and type 5 sent ence st ructures. Cover basic sl ide
format .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shor t essay wi th emphasis on the type 2 and
type 5 sent ence st ructures.

2 Cover relat ive pronouns - sub ject ive, ob ject ive and possessive. Cover
basic sl ide format .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shor t essay incorporat ing rel at ive pronouns
and create two page long sl ides.

3 Cover past and present par t iciple forms. Cover par t icip le construct ion.
Cover basic sl ide format .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shor t essay incorporat ingpast and present
par t icip le forms and par t iciple construct ion
and create two page long sl ides.

4 Cover inf ini t ive form. Cover basic sl ide format .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shor t essay incorporat ing inf init ive form and
create three page long sl ides.

5 Wr ite and submit the f i rst project of essay and sl ides

6 Cover preposit ion. Cover int ermediatesl ide format . Cover basic business
let 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shor t essay wi th a concentrat ion on
preposit ionsent ences, create a business
let ter and create four page long sl ides.

7 Cover gerund. Cover intermediatesl ide format . Cover basic business
let 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shor t essay wi th a concentrat ion on gerund,
create a business let ter and create four page
long sl ides.

8 Cover subjunct ivemood. Cover intermediatesl ide format . Cover basic
business let 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shor t essay wi th a concentrat ion on subject ive
mood, create a business let ter and create a
few page long sl ides.

9 Cover relat ive adverbs. Cover intermediatesl ide format . Cover basic
business let 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shor t essay incorporat ing rel at ive adverbs,
create a business let ter and create a few page
long sl ides.

10 Wr ite and submit the second project of essay, business let ter, and sl ide.

11 Cover act ive and pass ive forms. Cover advanced sl ide format. Cover
intermediatebusiness let 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long essay wi th emphasison act ive and pass ive
forms, create a business let 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 ides.

12 Cover comparat ivesent ence st ructures. Cover advanced sl ide format . Cover
intermediatebusiness let 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long essay incorporat ingvar ious comparat ive
sent ences, create a business let 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 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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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ver inversion sent ences. Cover intermediate sl ide format . Cover basic
business let 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long and sophist icatedessay wi th a
concentrat ionon inversion, create a business
let 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 ides

14 Cover combiningski l ls of var ious grammat ical st ructuresand complex
pat terns. Cover advanced sl ide format . Cover advanced and sophist icated
business let 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 l l wr ite a
long and sophist icatedessay, create a
business let 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 ides.

15 Wr ite and submit f inal essay, business let ter , and sl ide

2)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현황 및 실적

◇ 최근 2년간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 실적

연도 학기 유학생 재적생수 입학생수 장학금수혜자(비율)

2016
1학기 16 2 소

계 5
16(100%)

2학기 19 3 15(79%)

2017
1학기 20 2 소

계 5
14(70%)

2학기 19 3 12(63%)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본 사업단 소속 학과 대학원생 중 외국인 유학생은 18명 정도이다 .

해당연도 입학생수를 기준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7명 수준에 다소 부족한 수치인 5명이 입학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실제로 산출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

치하기 위해 정성적인 평가를 강화하는 노력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 외국인 대학원생

의 출신 국가는 일본 , 인도 , 프랑스 , 아제르바이잔 , 대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 여전히 상당수

의 인원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 본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 교

내 우수 외국인 장학금(K INGS , KNU I nterna t i ona l G raduate Schol arsh ip) , 국제교류재단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금 등을 활용하고 있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

다 . 현재 본 사업단 소속 학과 대학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몇 가

지 제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에 대한 엄격한 적용

대학원 모집 요강에도 명시되듯 3~4급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타 학과보다 기준을 강화

하여 , 본 사업단 소속학과는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만이 대학원 석사과정 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또한 실제 구술면접을 통해 되도록 6급정도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의 유학생을

선발한다 .

㉯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한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 간의 경쟁 체제 유지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는 K INGS 장학금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

장학금 등이 있으며 , 정부로부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유학생도 있다 . 이러한

장학금은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 입학 사정 시의 엄격한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 학위 과정 중에는 성적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다 . 이와 같은 장학 제도를 활용

함으로써 우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 특히 BK21플러스 장학생 선발 제도를 병행 활용하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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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유지되어 유학생들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본교 장학제도와 정부 장학제도

- K INGS 장학금(KNU I nterna t i ona l G raduate Schol arsh ip)

순수 외국인 전형에서 수학능력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 등록금 전액

이 지급되며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재추천과 일정 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 함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 장학금

국제교류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 교수의 추천서를 통해 지원하여 수혜 받음 . 대다수의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급됨 .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 해당 외국인 학생의 정부에서 신청받아 이를 한국국

제교육원으로 넘겨 준 후 ,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등록금 전액이 지급됨 .

- BK21플러스 장학금

BK21플러스 참여대학원생 신청을 통해 연구계획서 , 지도교수의 추천서 , 연구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평가하여 ,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참여대학원생들을 지원 대상

자로 선정함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교과목 개설 운영

본 사업단 소속학과 대학원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한국어논문작성법> 수업은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논문 작성 능력을 배

양하여 연구 성과 산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과목이다 . 15주 강좌 중 8주 동

안은 학술 논문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강좌가 운영되며 , 나머지 7주 동안은

글쓰기 과정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학술 논문을 작성하고 담당교수의 피드백을 받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한국어논문작성법>은 학문 분야에 따른 글쓰기 방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문학 전공 교수와 국어학 전공 교수가 팀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어논문작성법> 주별 강의 내용

1주 . 강의 내용과 방법 소개/학술적 글쓰기의 특징과 구조

2주 . 논문의 제목 정하기/연구 계획서 작성하기

3주 . 차례 쓰기/서론쓰기(연구의 목적 , 선행 연구)

4주 . 본론 쓰기(연구 방법론 , 이론적 배경 , 용어 정의)

5주 . 본론 쓰기(연구 윤리 및 표절 문제 , 인용하기와 각주 쓰기)

6주 . 본론 쓰기(본론 구성을 위한 단락의 특성 파악하기/학술적 글쓰기의 특징적인 표현 익히기)

7주 . 본론 쓰기(데이터 분석과 기술하기/데이터 해석과 적용하기)

8주 . 결론 쓰기/참고문헌 쓰기/초록 쓰기

9주 . 수강생 개별 연구 계획서 발표 및 피드백

10주 . 학술논문 차례와 서론 쓰기 실습 및 피드백

11주 . 논문의 이론적 배경 , 연구 방법론 쓰기 실습 및 피드백

12주 . 학술논문의 본론 내용 구성과 배치 실습 및 피드백

13주 . 단락의 특성에 맞게 본론 쓰기 실습 및 피드백

14주 . 학술논문의 결론 쓰기 실습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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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 학술논문 참고문헌 및 초록 쓰기 실습 및 피드백

2 .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실적

본 사업단은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 및 문화어문학 분야 해외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석

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1년에 2회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 당초 계획에 따라 본 사업단에서는 최

근 2년 동안 4차례의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당초의 정량적 목표를 충족하였다 .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은 강연 자체도 중요하지만 , 대학원생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상당 부

분 할애하여 ,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이나 한국학과 관련된 국제적 관심사를 폭넓게 질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 특강의 주제는 본 사업단의 관심사인 문화어문학과 한국어문학이 주를 이루며 , 거시적

안목에서 국어국문학을 조망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 해외 한국학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과 전망 , 국

어국문학 관련 해외 취업분야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 최근 2년간 실시한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노우에 후미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 ‘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 , 2016 .06.23 .

② 김호웅(중국 연변대학교) , ‘ 중국조선족문학의 거장 김학철- 김학철 연구의 시각과 방법 ’ ,

2017.06 .23.

③ 와다 토모미(일본 토야마대학교) , ‘ 문화어문학 연구에서 참조본 비교 방법론의 활용 방안 제안 ’ ,

2017.09 .18.

④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학교) , ‘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역사관 ’ , 2017.09 .25.

이노우에 후미오 교수의 강연은 경제언어학적 관점에서 한일 언어 접촉과 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다

룸으로써 , 지리적 , 경제학적 맥락에서의 한일 양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 양상과 언어 경관의 현황을

비교 문화어문학적으로 접근하였다 . 김호웅 교수의 특강은 남북 체계의 대립이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보고서적 의의를 갖는 김학철을 주제로 하였다 . 이는 작가 중심의 문학 분석에서 작가를 둘러싼 미시

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집적된 연구 결과를 확장해 나가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 와다 토모미 교수의 강연은 20세기 한국소설의 참조본 탐색에서의 쟁점을 다루었으며 ,

한국 근대의 신소설 이해에서 참조본이 되는 일본의 대중소설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여 비교 문화어문

학적 접근 방법론의 실천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 마크 피터슨 교수의 강연은 내부적 관점을 넘어

외부적 , 객관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시적 생활사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 중세 , 근대 , 현

대의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3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

표한 참여대학원생의 수는 아래 목록에 나타난 12명이다 . 영국 , 조지아를 비롯한 유럽 권역에서 개최

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참여대학원생이 6명 , 중국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참여대학원생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외에 기타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

실적 1건과 국제저술활동 실적 1건이 존재한다 .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한 국제학술대회 중에서 EURLAEX(유럽사전학회) , Corpus L ingu is t i cs

I nterna t i ona l Confe rence(말뭉치 언어학 국제 학술대회) 등 사전학이나 언어 DB와 관련한 발표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 이는 본 사업단의 주요 하위 사업 목표인 ‘ 한국어문학 자료의 질서화와 이론

화 ’ , ‘ 한국문화어문학의 세계화 ’ 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 또한 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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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받은 참여대학원생 중 2명은 석사과정생(강현아 , 김세연)으로 본 사업단의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체계 구축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 해당 석사과정생을 포함한 참여대학원

생들이 참여하여 산출한 아래 발표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

학원생들의 공동 작업의 결과물을 다수 포함하여 참여인력들의 연계된 활동 결과임을 명시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최근 2년간 국제 학술대회 발표를 비롯한 국제화 연구 현황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국제학술대회 발표 참여대학원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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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참여대학원생 현황>

① 이수진 , The XVI I EURALEX I nterna t i ona l Congress , 조지아 , 2016.09 .05.-2016.09 .11.

② 정해연 , The XVI I EURALEX I nterna t i ona l Congress , 조지아 , 2016.09 .05.-2016.09 .11.

③ 정해연 , BAAL Vocabul ary S IG 2016 , 영국 , 2016 .07.07 .-2016 .07.08 .

④ 김명주 ,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한국 , 2016 .11.18 .

⑤ 김분청 ,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한국 , 2016 .11.18 .

⑥ 칸앞잘아흐메드 , 2016 R I I KS Academy , 한국 , 2016 .08.10 .

⑦ 량짜오 , 中國文學地理學會國際學術硏討會 , 중국 , 2017 .07.21 .-2017 .07.23 .

⑧ 강현아 , Corpus L ingu is t i cs I nterna t i ona l Confe rence 2017 , 영국 , 2017 .07.24 .-2017 .07.28 .

⑨ 김세연 , Corpus L ingu is t i cs I nterna t i ona l Confe rence 2017 , 영국 , 2017 .07.24 .-2017 .07.28 .

⑩ 정해연 , Corpus L ingu is t i cs I nterna t i ona l Confe rence 2017 , 영국 , 2017 .07.24 .-2017 .07.28 .

⑪ 전계성 ,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한국 , 2017.11 .09.-

2017.11 .10.

⑫ 이민주 ,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한국 , 2017.11 .09.-

2017.11 .10.

⑬ 김소연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

단 제5회 국제학술대회 , 2018 .01.18 .-2018 .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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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논문 목록>

ㄱ . K i l i m Nam , Suj i n Lee , Hae-Yun Jung, and Jun Cho i , ‘ The L i f e and Dea th of Neo l og i sms: On

Wha t Bas is Sha l l We I nc l ude Neo l og i sms i n the D ic t i onary? ’ , The XVI I EURALEX I nterna t i ona l

Congress , 2016.09 .

ㄴ . Jun Cho i , Hyun- ju Song, Hae-Yun Jung, and K i l i m Nam . ‘ A methodo l ogy f or ext ract i ng

sci en t i f i c terms f or educa t i on f rom a sci ence tex tbook corpus ’ , BAAL Vocabul ary S IG 2016 ,

2016.07 .

ㄷ . 김명주 , ‘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 Dephono l og i za t i on of the

Vowel / · / i n Late 18th-century L i t erature) ’ ,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6.11 .

ㄹ . 김분청 , ‘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The L i f e and Buddh is t Poe t ry of Chunj eong , Byeon

Gye ryang) ’ ,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6 .11.

ㅁ . 칸앞잘아흐메드 , ‘ 최인훈의 <가면고>와 <광장>에 타나나는 타고르의 <고라>의 수용 양상 연구 ’ ,

2016 R I I KS Academy , 2016.08 .

ㅂ . 梁钊 , ‘ 異域與西域 : 燕行使對回回國的認知 ’ , 中國文學地理學會國際學術硏討會 , 2017.07 .

ㅅ . Jun Cho i , Hae-Yun Jung, Hyeonah Kang and Sei yeon K im , ‘ Repo r t on the Automat i c Ext ract i on

of Korean Sci en t i f i c Phrasal Term Candi da tes, w i t h a Focus on Sci ence Tex tbook Corp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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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us L ingu is t i cs I nterna t i ona l Confe rence 2017, 2017.07 .

ㅇ . 전계성 , ‘ 「무녀도」의 생성 공간 , 경주의 의미 재고-샤머니즘의 종교적 의식 통합성을 중심으

로 ’ ,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7.11 .

ㅈ . 이민주 , ‘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 ’ ,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7.11 .

ㅊ . 김소연 , ‘ 樂齋 徐思遠의 風流活動과 그 의미-船遊詩를 중심으로 ’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 제5회 국제학술대회 ,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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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간 기타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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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칸앞잘아흐메드 , ‘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 , “국제고

려학” 16호 , 국제고려학회 , 20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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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간 국제저술활동 실적-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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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칸앞잘아흐메드 , ‘ 한국의 <서유기>와 중국과 인도 원숭이의 상관성 연구 ’ , <韓國學研究論文集

(五)> , 中國文化大學韓語系 暨韓國學研究中心編輯委員會 編 ,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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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대학원생의 장∙단기 국외 연수 실적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원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특강 , 대학원생 공동 세미나 , 연수 지역

어문학 자산 자료 조사 및 탐방 , 연수지역 문화콘텐츠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교육을

받아 왔고 , 그 결과물들이 사업단 내의 결과보고서 책자로 공유되고 있다 . 또한 연수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익히고 돌아온 경우 , 연수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내용을 전공집담회 등의 집단 연구 기

회와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통해 발표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

◇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의 장∙단기 국외 연수 실적

구분 연도 횟수 연수국가 참여대학원생 연수 참가 인원

장기 연수 2016 1 이탈리아 5

2017 1 미국 1

소계 2 6

단기 연수 2016 2 중국, 러시아 7

2017 3 영국, 이집트 , 중국 8

소계 5 15

합계 7 21

◇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장기 국외 연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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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 Foscar i Un i ve rs i t 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 Lec tu re & Sem inar

T ra in ing f or the i nterna t i ona l i sat i on and i mp l ementat i on of Korean Human i t i es S tudi es ’ ,

2017.01 .23.-2017.02 .07. (참여대학원생 5명 , 신진연구인력 1명)

②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근동아시아학부 장기연수 ‘ 미국 내 한국학 동향 파악 및 사회언어학 기반

역동적 언어지도제작프로그램 개발 연구 ’ , 2018 .01.11 .-2018 .01.30 . (참여대학원생 1명)

◇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단기 국외 연수 개요

① 중국 남통대 단기연수 ‘ 근대전환기 중국 망명 작가의 현황과 작품 연수 ’ 2016.07 .09.-

2016.07 .14. (참여대학원생 2명 , 참여교수 1명)

②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고려인의 언어와 문학 , 문화에 대한 학술 강연 및 현장 조사 연

수 ’ , 2016.08 .11.-2016.08 .16. (참여대학원생 5명 , 신진연구인력 1명 , 참여교수 1명)

③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말뭉치언어학 섬머 스쿨 ( Lancaster Summe r Schoo l s i n Corpus L ingu is t i cs

and o ther D ig i t a l methods ) , 2017 .06.27 .-2017 .06.30 . (참여대학원생 1명)

④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단기연수 ‘ 이집트의 문화어문학 및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 ,

2018.01 .03.-2018.01 .08. (참여대학원생 2명 , 참여교수 1명)

⑤ 중국 영파대학교 ‘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단기연수 ’ , 2018 .01.18 .-2018 .01.21 . (참여대학원

생 5명 , 신진연구인력 1명 , 참여교수 1명)

본 사업단은 최근 2년간 2회의 장기 국외 연수와 5회의 단기 국외 연수에 총 21명의 참여대학원생과

3명의 신진연구인력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본 사업단은 국외연수 지역을 다변화하고 다양

한 분야의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의 연구기관 및 대학의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참여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그 가운데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 말뭉치 언

어학 섬머스쿨은 매년 문화어문학 자료 분석 방법론의 3가지 심화 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그에 따라 2018년 6월 개최되는 랭커스터 대학교 말뭉치 언어학 섬머스쿨 연수에도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각 1명씩이 신청하여 참석이 확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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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의 인프라 국제화 현황 (최근 2년)

가. 외국인 교수  학생 비율

<표 9> 교육의 인프라 국제화 현황(학과 전체 기준)

항 목 구 분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6년 2017년

외국인

전임교수

사업단 학과(부) 전임교수 수 18 19 37

외국인 전임교수 수 0 0 0

비 율 (%) 0 0

외국인

대학원생

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수 54.5 47.5 102

외국인 대학원생 수 17.5 19.5 37

비 율 (%) 32.11 41.05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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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및 교과담당계획 대비 실적 (학과전체기준)

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및 교과담당계획 대비 실적 (학과전체기준) (계획)

 현재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내에 외국인 교수는 없다. 하지만 학과 내에서 비교문학이나 언어학 전공의 외국

인 교수 채용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초빙교수, 외국인 전임교수 TO 확보 등 다양한 형태

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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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및
교과담당계획 대비 실적 (학과전체기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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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교수 확보 현황

성과점검 기간 내 본 사업단에 신규 임용한 외국인 전임 교원은 없다 . 비교 문학 및 언어학 전공의

외국인 교수 채용에 대한 사업단 소속 학과 내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

그에 따라 언어학 전공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영어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을 담당토록 하고 있

으며 , 외국인 전임교수 TO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 본부와 협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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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영역>

6. 사업단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6.1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계획)

◇ 최근 2년 사업의 성찰과 향후 사업의 방향

 최근 2년간 우리 사업단은 위기에 봉착한 한국어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문화어문학 연구를 기획하고 추

진하였다. 분과학문의 틀을 유지하면서 분과적 소통을 이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통합수업과 공동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현장 실습을 통한 지역 밀착형 연구를 유도하면

서 지역문화의 이해와 발전에도 일조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간의 일천으로 문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이 현재의 시점에도 정

착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연구결과 또한 심화되지 않았다. 이를 깊이 성찰하면서, 당초 우리 사업단이 지녔던 학문적 문

제의식을 견지하는 한편, 향후 4년 동안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

이다.

1.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비전

 1) 한국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

(1) 한국어문학 연구 결과의 핵심 수용

 본 사업단은 기존의 한국어문학 연구 방법론을 혁신하되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

지 쌓아온 한국어문학 연구의 정수를 최대한 수용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변용하고 계승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

리 사업단은 최근 2년간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노력은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

석’ 등의 결과로 수렴되었다. 향후 4년간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시켜, 그동안 이룩해 왔던 한국어문학연구의 핵

심을 수용하는 한편,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텍스트 새롭게 읽기와 실용적 가치 창출하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단이 추구하는 한국어문학 연구결과의 창조적 계승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2) 축적된 지역어문학 연구의 적극적 활용

 그동안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최근 10여 년간 '한국문학언어학회'를 통해 지역어문학 연구를 주도해 왔고, 그 실적

을 등재지‘어문론총’에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경북북부 지역의 언어와 문화’(2002년),‘한국어문학 자산의 문화

산업화 방안 모색’(2006년),‘지리산과 한국어문학’(2007년),‘지역어문학 연구와 도시 공간-대구’(2011년),‘지역어

문학 연구와 문화 공간-영남’(2012년), ‘지역어문학과 자료-영남’(2013), ‘지역어문학의 문화기반’(2014), ‘지역

어문학과 생활의 풍경’(2015)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축적된 연구경험과 관련 실적물은 지역의 문화어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된다. 우리는 이들 연구성과를 적극활용함으로써 지역을 토대로 한 문화어문학의 신경계를

이룩할 것이다.

(3) 과거와 현재의 어문학적 소통

 본 사업단은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를 어문학으로 접속시키고자 한다. 한국문화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꾸준

히 발전해 왔으나, 근대 이후로 과거와 현재가 현격하게 단절되었고, 학문 역시 고전과 현대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

었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공 융합적 연구를 통해 시대를 오르내리면서 한국어문

학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여 전통의 계승과 변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문학 자산을 통해 밝혀낼 것이다.

(4) 학문 내적 상생구도 실현

 현재 한국어문학은 전공 내부에서도 국어학과 고전문학, 그리고 현대문학이 '한지붕 세가족'처럼 존재하고 있다. '세가

족'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생적 발전 구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어문

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시대적으로 소통하고 문학과 언어학이 학문적으로 넘나들며 '한지붕'을 명확히 인식하는 상

생구도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입각한 학문 내적 상생구도는 한국어문학을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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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접 학문의 수용과 문화편향주의 극복

 한국어문학은 국학의 하위분과에 소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학이나 한국사 등을 폭넓게 수용하여 한국어문학

을 연구해 왔다고 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어문학은 문화가 갖는 복합성과 융합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철

학과 역사학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어문학 자산에 녹아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단은 한국문화에 깃들

어 있는 문화편향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의 소통체계를 밝혀 한국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중적(多重的) 정체성

을 밝혀나갈 것이다.

(6) 문화어문학을 통한 학문연대의 실현

 문화어문학은 '문화'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타의 학문, 이를테면 문화인류학, 문화정치학, 문화사회학, 문화

철학 등과 학문적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학문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이 한국어문학 내에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인류학

이나 정치학,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문화론적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한편으로 인류학·정

치학·사회학·철학 등과 일정하게 연대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한국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독창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영남문화에 대한 재발견

(1) 문화의 생성 및 향유공간으로서의 영남 이해

 지역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생산공간인 동시에 소비공간이다. 영남지역에서 누대를 살아온 지역민 역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해 왔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어문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작품과 그 생성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

한 채 이 둘은 서로 결별하고 말았다. 본 사업단은 향후에도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영남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

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즉 영남 사람들이 영남지역에서 어떤 문화를 생성하고 향유하였으며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이로써 문화공간으로서의 영남이 재발견되고 재해석될 것이다.

(2) 지역밀착형 연구를 통한 향토애 제고

 본 사업단은 영남의 거점대학에 소속되어 지역밀착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거시적 연구가 진행

되면서 지역은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점차 옅어지고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적 역량은 크게 위축되

었다. 본 사업단은 영남어문학을 문화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고 지역 학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민의 향토애 제고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연구방법론은 지역분권 시대에 가

장 합당한 것이라 하겠다.

(3)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문화어문학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어문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영남지역에는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힘과 그것을 혁신하고자 하는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 불천위제사를 지내는 수많은

종가와 동학 유적의 공존은 이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두 힘의 길항관계 속에서 생성된 정신문화는 물론이고,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거의 대부분이 어문학 자산을 갖추고 있다. 이들 어문

학 자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질서화하고, 연구를 통해 실용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실질적인 지

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 여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영남의 정체성 구명

 본 사업단의 연구주제는 영남지역에 그 중심점이 놓인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간주관적(間主觀的)

관점을 갖고 문화어문학적 측면에서 영남을 여타의 지역과 상호비교해 나가고자 한다. 예컨대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과

호남 문화어문학을, 태백산 및 속리산을 중심으로 기호와 영남의 문화어문학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정체성을 구명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어문학의 하위체계 속에서 영남의 문화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향

후 우리 사업단은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영남 어문학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명확

하게 구명해 나갈 것이다.

 3) 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

(1)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문제의식 제고

 우리는 그동안 '전문성'이라는 이름 아래 어문학 연구를 매우 고상한 것으로 취급해 왔다. 이에 따라 미시적인 개인의

생활사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어문학은 이러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중요한 학문적

주제로 부각시킨다. 이것은 일상생활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것을 다시 일상으로 환원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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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문제의식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실용성을 담보하고 있다.

(2) 지역어문학 연구의 효용성 극대화

 문화어문학은 어문학 연구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어문학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여 우리의 현대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학문과 일상, 이론과

현장의소통을 모색하고, 권역·학문·시대·대상을 아우르는 문화어문학의 통섭적 연구는 지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어문학 연구의 결과물들은 구체적 삶에서 유리된 어문학 자산을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통합시켜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어문학 자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어문학 자산 제공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한 문화어문학 연구 및 실용화는 대중들이 어문학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영남어문학의 내적 자질 속에는 문화적 요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러한 요소를 현대 대중의 요구와

수요를 고려하여 산업화하는 것 역시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대중화는 대중을 위한 상품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

라 이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역시 가능케 한다. 본 사업단의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집하고 질서화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전략 강화

(1) 글로벌 수준의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공통과목으로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국제학술지에 우리의 연구물이 꾸준히 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어문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발전해 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영미권의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평가지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바, 본 사업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입각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력을 배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의 학술지에도 논문을 실어 한국의 문화어문학을 세계화해 나갈 것이다.

(2) 번역을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현재 한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그 지역이 다양하다. 대학원의 경우, 이들 유학생들은 귀국후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한 혁신적 교육방법은 당면한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사업단은 이들 유학

생들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어문학을 세계화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문학의 주요 텍스트를 번역하게 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번역물들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문학의 특성과 우수성이 세계 대학에 널리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어문학을 연구하고자 하지만, 문화의 인류적 보편가치 역시 인정하면서 출발한다

.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을 동아시아적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 세계적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문화어문

학과도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언어학 내지 비교문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문화어문학, 구체적으로는 영남의 문화

어문학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영남어문학이 세계적 보편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4)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화

 본 사업단은 현재 외국의 다양한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다. 미국의 하와이 마노아대(1999.7.21.) 등 6개교, 일본의 도

쿠시마대(1998.10.28.) 등 7개교, 중국의 지린대학(1996.12.21.) 등 5개교, 러시아의 쿠반국립대(1999.7.1.), 호주 퀸즐

랜드대(2002.5.24.) 등이 대체로 그것이다. 이들 대학과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하면서 대학원생들의 교환학점제나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이로써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는 물론이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문화

어문학 전문 연구인력이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센터,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하얼빈사범대학

한국어과,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이 대학들과의 교류도 점차 확대할 계

획이다.

3.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1) 연구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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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단의 구성과 역할 분담

 ① 사업단의구성

-단장(총괄책임): 백두현 교수

-실무추진위원: 이상규, 김재석, 김주현, 정우락, 남길임, 김덕호, 서혜은 교수

-자문위원: 관계기관장

-자체평가위원: 교내인사 3인(백두현, 정우락, 남길임 교수), 교외인사 3인(군산대 류OO, 성균관대 진OO, 연세대 강OO

교수) 총 6인

 본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체평가 환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업 연차별 1-2회 자체평가 자료집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외인사 6인으로부터 사업단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

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해가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향후에도 실무추진위원을 주축으로 자문위원과

자체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 사업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② 연구분과별 역할과 참여교수

 본 사업단은 교육과 연구과정에 따라 '자료 조사 및 질서화→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실용화 및 국제화'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본 사업단을 세 분과로 구분하고, 참여교수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 책임교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세 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서로 협력 보완하는 구조를

지닌다.

㉮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상규, 김주현, 서혜은 교수, 신진연구인력 1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질서화하는 일을 주관한다.

㉯ 이론 개발 및 연구: 정우락, 김덕호 교수, 신진연구인력 2

   추출된 자료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이론 개발 및 적용 등 연구를 주관한다.

㉰ 실용화 및 국제화: 김재석, 남길임 교수, 신진연구인력 3

   질서화된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어문학의 실용화 및 세계화 작업을 주관한다.

 각 분과는 교수 2인과 신진연구인력 1인으로 구성하되, ‘자료 조사 및 질서화’는 교수 3인이 맡는다. 다른 분과와 달

리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분과는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학 3 영역이 고루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 사업단은 연구 분과 및 연구 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대회와 저서 출간을 기획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사

업단의 참여 인력과 관련 저명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문화어문학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총서1은 ‘문화어문학이란 무

엇인가’(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총서2는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역락, 2015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 각 저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O 사업단 총서1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1부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모색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정우락·백두현)

 문화어문학의 가능성과 방향(김하수)

 한국 현대문학과 문화론적 연구의 방법에 대하여(천정환)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 문화횡단과 혼종문화(김용규)

2부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백두현·배준영)

‘문화’로 읽는 고전문학―시조를 중심으로―(김기현)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김덕호)

 개인과 공동체의 언어, 말뭉치－말뭉치언어학의 이론과 실천－(남길임)

3부 문화어문학의 지평과 다양성

 성리학적 사유를 구현한 조선 선비의 집(이종묵)

 고전시가의 문화론적 접근－<농가월령가>를 중심으로－(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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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문학관과 지역 문화의 연계 활성화 방안(김재석)

 한국근대문학과 음식문화 － 등장인물들의 식사(和田とも美 (WADA, Tomomi))

O 사업단 총서2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제1부 영남과 문화어문학

 지역문학 연구와 경북·대구 지역(박태일)

 근대 영남지역 문인의 사상적 지향과 지역성(박현수)

 대구·경북지역어 연구 양상과 대구 문화(김무식)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정우락)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홍미주·백두현)

제2부 문화론적 관점에서 본 영남 어문학의 다양성

 영남지역 시집살이 노래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중노래>와 <양동가마> 유형을 중심으로－(박지애)

 부산의 지역어와 언어문화(김봉국)

 김동리의 사상적 계보 연구(김주현)

 1980년대 초 대구지역 소극장 '분도'와 '누리' 연구(김재석)

 근대계몽기 대구의 문학 장(場) 형성과 우현서루(박용찬)

 상주 지역 문인들의 공동 창작의 전통과 문화적 기반(손유진)

제3부 영남 어문학의 기술과 해석

 <수겡옥낭좌전>에 반영된 경상도 방언 문법적 요소에 대하여(김정대)

 영남지역 기행가사의 텍스트 존재 양상과 의미(최은숙)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김재웅)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어의 음운 현상 연구(김예니·김명주)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는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문화어문학적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우를

살피고, 문화어문학의 실천적 측면을 소개하는 글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에서는 ‘문

화어문학’과 ‘지역어문학’이라는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2권은 모두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 단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업단

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출간

할 총서는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단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각 전공의 자료 및 논저 목록을 정리하고 해설하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2) 영남의 권역설정과 이를 고려한 연구 추진

 본 사업단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의 권역을 양분하던 전통적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중간융합지대를 다시 설

정하고자 한다. 여기에 근거할 때 영남의 권역은 낙동강 상류 및 영남 동부 지역, 낙동강 하류 및 영남 서부 지역, 낙동

강 중류 및 영남 중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 권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각 권역에

대해 '자료 조사 및 질서화→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실용화 및 국제화 방안 모색'의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다.

설정된 권역은 아래와 같다.

-영남 동부 권역: 낙동강 상류와 영남 좌도를 포괄하는 청량산권 (안동, 봉화, 영주, 영양 등)

-영남 서부 권역: 낙동강 하류와 영남 우도를 포괄하는 지리산권 (진주, 하동, 산청, 함양 등)

-영남 중부 권역: 낙동강 중류와 영남 좌우도를 융합하는 가야산권 (대구, 성주, 합천, 고령 등)

 본 사업단은 이렇게 설정한 권역을 고려하여 연구를 추진해 왔다. 1차년도에는 영남 중부 권역의 연구를 위해 ‘가야산

의 문학적 재발견’(2013년 10월 5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차년도에는 영남 동부 권역의 연구를 위해

‘청량산의 문화어문학적 발견’(2014년 9월 27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영남 중부

와 동부 권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의 특징과 그 문화적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탐색을 통해 문화어문학 연구를 도모하고자 하는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도 위에서 설정한

권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영남 동부: 청량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2014년 6월 28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등

-영남 서부: 남명문학 현장 학습, 2014년 8월 8~9일, 지리산, 고령, 합천, 산청 지역 남명문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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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서부: 지리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2015년 2월 24일, 경남 진주시·산청군·하동군 일대

-영남 북부: 영남 북부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2015년 4월 10일, 경상북도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일대

-영남 중부: 영남 중부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2015년 6월 12일,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창녕군 일대

-영남 서부권 및 중부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2015년 8월 27일-29일, 경남 합천국, 산청군, 하동군, 통영시, 양산시,

경북 경주시 일대

 사업단은 앞으로도 위에서 설정한 권역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에 따른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답사

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연구서와 대중서 출간 등을 기획하여 전공 영역을 확실하게 하면서도 이것

이 지닌 문화적 향유를 고려하며 대중에게 다가갈 것이다.

(3)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

 본 사업단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전공 상호간의 융합적 연구가 제대로 검증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사업단의 학술대회는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 단계의 학술대회를 통해 사업단 자체의 연

구역량을 강화하고 본 사업단의 연구성과를 국내외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을 거친다.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연2회 이상)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등 본 사업단 연구인력이 중심이 된 학술대회

-전국학술대회 (연1회 이상)

 :문화어문학 관련 국내 연구자와 본 사업단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단계별1회: 3·5·7차년도)

 :본 사업단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구자와 사업단의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

 이상 설정한 단계에 따라 개최된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o1차년도

 -사업단 자체학술대회 3회

 -전국 학술대회 1회, ‘문화어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o2차년도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6회

 -전국 학술대회 1회,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 Ⅰ’

 -국제 학술대회 2회, 제1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 제2회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o3차년도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3회

 -전국 학술대회 1회,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 Ⅱ’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를 통해 전공 분야에 적합한 문화어문학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제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노력하였

고, 전국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전공간 융합적 연구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화어문학 이론과 연구 방법론을

발표하고 검증받았다. 또한 해외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문화어문학 연구

의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사업단은 앞으로도 이 세 단계의 발표와 검증 절차를 통해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할 것이

다. 향후에는 자체 학술대회의 주제를 문화어문학 이론과 연구방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국

학술대회에서는 자체 학술대회의 성과를 발표하고 검증받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는 사업단의 아

젠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고,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국제화 가능성을 모색하

는 방향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6)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본 사업단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것이다. 나아가 본 사업단의

연구결과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강연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하거나 강사로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이

용하여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학내 협력기관

 :인문학술원, 영남문화연구원, 문화산업연구소, 한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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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 협력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남명학연구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더아이엠씨(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국립국어원,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국립한글박

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경상남도 사천문화원,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경상북도 상주문화

원,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 남명학연구원, 임고서원, 동리목월문학관

-연구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

 :대구박물관(교양시민인문강좌),경산·상주·칠곡·선산문화원 등(선비문화강좌),칠곡군평생학습관(인문강좌),유네스코

대구협회(찾아가는인문학교실), 인문학술원(기장인문학), 운경재단+경북대인문대(치유인문학), 영남문화연구원(영남의

유학과 문화)

 특히 본 사업단의 지향점이 ‘영남’에 있으므로, 영남 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발굴하고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의 문화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사업단은 사업 시행 이후 영남 각 지역의 문화원과

문학관, 서원 등과 지역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과

경상북도 상주문화원과는 MOU를 체결하여 사업단과 영남 지역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본 사업단은 향후 지역의 문화원과 공동으로 지역 어문학 및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호간 인적

교류 및 자료 교류를 하고,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체와의 산학 협력 체계

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 및 어문학 자산의 콘텐츠화를 위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업체인 ‘스토리폴라리스’와의

MOU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지역의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 협력관계

에 있는 외부기관의 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 연구방법의 우수성

(1)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

 지금까지의 한국어문학연구는 자료의 해석, 언어와 문학작품의 구조 해명에 치중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문학에 스

며 있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본 사업단은 이같은 현실유리적 연구방법론에 심각한 문제

를 제기하며 어문학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되살리고자 한다.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의 문화적 요소를 민첩하게 포착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주제별로 질서화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대인의 생생한 삶을 이해하는 데 용이할 뿐

만 아니라, 그 삶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보편적 삶과 긴밀하게 접속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즉 현대의 다양한 문

제를 어문학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이다.

(2) 한국어문학 연구의 입체성 강화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에 대한 두 방향의 입체적 접근법을 가진다.

 첫째, 어문학이 생성된 외적 문화적 행위를 중시한다. 예컨대 어떤 시회(詩會)에 어떤 사람이 참가하여 어떤 문학을 생

성하였으며, 이들의 행위가 당대의 문학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점을 따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그 작가들이

사용한 구체적인 언어의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문학에 나타난 내적 문화 요소를 주제별로 추출하여 분석한다. 주제는 '일상과 일탈', '사랑과 이별', '학문과

풍류', '갈등과 소통', '탄생과 죽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문학 생성과 관련된 문화행위에 대한 검토와

공통의 연구주제 설정은, 전공 내적 융합은 물론이고 여타 학문과의 융합 역시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다.

(3) '영남'이라는 단위성과 지역 내적 표본 설정

 문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경험을 존중한다. 이 때문에 하나의 단위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연구의 산발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 하겠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영남'이라는 특

정 지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이에 따른 고립은 한국적 차원 내지 국제적 차원의 비교를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

다. 또한 영남 전역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남 동부지역의 청량산권, 서부지역의 지리산권

, 중부지역의 가야산권으로 표본 지역을 설정한다. 이로써 연구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후 연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영남 지역 내적 표본성을 통해 영남 전역으로, 영남을 통해 한국 전역의 문화어문학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4) 사업단의 특성화가 용이한 지역 근접성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경북대학교는 영남의 거점대학이다. 영남지역은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학운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적 사고를 통해 문화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영남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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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하여 영남의 문화가 성장해 왔다고 볼 때,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영남을 하나의 학문 단위

로 설정해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본 사업단의 소속대학은 영남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문화어문학이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임을 감안할 때,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영남지역의 문화는 그 자체

가 하나의 특성화이다. 이러한 특성화에 가장 용이한 것이 지역밀착형 연구라고 할 수 있다.

(5) 연구의 실용화 및 국제화의 수월성

 문화어문학은 어문학 자산의 생성과정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와 함께 어문학 내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를 추출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바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실용화 측면에서 탁월한 수월성을 지닌다. 아울러 영남

지역은 한국적 전통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국제화 측면에서도 수월성을 지닌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연

구는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연구하지만, 그 효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한국이 세계와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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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실적)

186-384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을 통해 소통과 융합의 인문정신을 구현하고 , 위기에 빠진 한국어문학에 새로

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문화어문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최근 2년 동안에는 그동안 쌓

아온 지역어문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 사업단의 연구 비전인 '한국 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 ' ,

'영남문화에 대한 재발견 ' , '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 ' ,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강화 '를 위해 문

화어문학 연구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조성해 가는 시간이었다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단 내 연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였고 , 소속 참여대학원생들이

문화어문학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 문화어문학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의 끊임없는 개선과 차질 없는 운영 , 사업단 자체 공동세미나 및 국내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당초 사업단이 기획했던 연구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던 시간이라 할 수 있

다 . 또한 다양한 현장 조사 및 지역 밀착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 지역문화 발

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기여하고자 한 것 역시 본 사업단의 주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연구 역량 향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문화어문학 연구를

위하여 사업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 연구의 실용

화를 위해 영남지역을 북부권 , 중부권 , 서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현장 실습과 자료 수집 및 체계화를

시도 하고 있다 . 또한 사업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검증하는 3단계 학술시스템을 구축하고 , 타 기

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의 확산과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을 갖추기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류와 이를 통한 장단기 연수 및 공동 세미나 , 그리고 해외석학

초청특강 등을 추진하였으며 ,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들은 문화어

문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왔다 . 이러한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비전

1) 한국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

(1) 한국어문학 연구 결과의 핵심 수용

(2) 축적된 지역어문학 연구의 적극적 활용

(3) 과거와 현재의 어문학적 소통

(4) 학문 내적 상생구도 실현

(5) 인접 학문의 수용과 문화편향주의 극복

(6) 문화어문학을 통한 학문 연대의 실현

2) 영남문화에 대한 재발견

(1) 문화의 생성 및 향유공간으로서의 영남 이해

(2) 지역 밀착형 연구를 통한 향토애 제고

(3)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문화어문학

(4) 여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영남의 정체성 구명

3) 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

(1)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문제의식 제고

(2) 지역어문학 연구의 효용성 극대화

(3)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어문학 자산 제공

4)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강화

(1) 글로벌 수준의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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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을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3)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4)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화

2 .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

1) 연구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단의 구성과 역할 분담

(1) 사업단의 구성

◇ 사업단 구성

- 단장(총괄책임) : 백두현 교수

- 부단장 : 김주현 교수

- 사업단 운영위원 : 백두현 교수(사업단장) , 김주현 교수(사업단 부단장) , 정우락 교수 , 남길임 교수

- 사업단 실무추진위원 : 이상규 , 김주현 , 정우락 , 남길임 , 김덕호 , 서혜은 , 최은숙 교수

- 자문위원 : 관계기관장

- 자체평가위원 : 교내인사 3인 , 교외인사 3인 , 총 6인

본 사업단은 위와 같은 인적 구성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 특히 본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체평가 환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BK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전문가를 자

체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3차년도와 4차년도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체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

◇ 자체평가 실시 내역

<3차년도 자체평가>

- 평가 대상 기간 : 2015 . 3. 1 .~2016 . 2. 29. (1년)

- 자체 평가 위원

교외 : 강00(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류00(군산대 국어국문학과) , 진00(성균관대 한문교육과)

교내(사업단 소속) : 백두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 사업단장) , 정우락(경북대 국어국문학과 , 참여교

수) , 남길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 참여교수)

<4차년도 자체평가>

- 평가 대상 기간 : 2016 . 3. 1 .~2017 . 2. 28. (1년)

- 자체 평가 위원

교외 : 강00(연세대 국어국문학과) , 류00(군산대 국어국문학과) , 진00(성균관대 한문교육과)

교내(사업단 소속) : 백두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 사업단장) , 정우락(경북대 국어국문학과 , 참여교

수) , 남길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 참여교수)

본 사업단은 3차년도와 4차년도 자체 평가 결과 및 이를 토대로 한 '자체 평가 환류 시스템 '을 통해

사업단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2) 연구분과별 역할과 참여교수

188-384



본 사업단의 연구 과정은 '자료조사 및 질서화 ▶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 ▶ 실용화 및 국제

화 '로 크게 3단계로 나뉜다 .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본 사업단은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각 참여교수의 학

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 연구 인력을 배치하였다 . 그리고 분과에는 책임교수를 선정하여 분과 연

구의 전반을 관할하게 하고 , 이들 세 연구 분과가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

◇ 연구분과별 역할과 참여인력

① 자료조사 및 질서화 : 김주현 , 김덕호 , 서혜은 교수 , 신진연구인력 1

▹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질서화하는 일을 주관

② 이론 개발 및 연구 : 정우락 , 이상규 교수 , 신진연구인력 2

▹ 추출된 자료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이론개발 및 적용 등 연구를 주관

③ 실용화 및 국제화 : 남길임 , 최은숙 교수 , 신진연구인력 3

▹ 질서화된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문학의 실용화 및 세계화 작업을 주관

본 사업단은 위에서 설정한 연구 분과에 따라 참여 연구 인력을 배치하고 , 효율성 있게 운영하여 , 뛰

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분과의 대표 참여교수 김주현은 자료 발굴과 원전 또는 저자 확정 작업에 주력

하면서 , 최근 2년 동안 이광수 및 신채호 등의 작가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 왔다 . 그 성과가 '이광수와

신채호의 만남 , 그리고 영향 ' ( "한국현대문학연구" 48권 , 2016 .04. ) , '상해 시절 이광수의 작품 발굴과

그 의미 ' ( "어문학" 132권 , 2016.06 .) ,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 ( "국

어국문학" 176권 , 2016.09 .) 등으로 발표되었다 . 김덕호 교수는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안 연구 1 :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사회언어학회" 25권 , 2017.03 .)를 통해 지역 방언 자

료를 수집 ·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방언 자료 수집과 질서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서

혜은 교수는 고전소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 이를 질서화하여 '한남서림의 경판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사적 의미 ' ( "어문학" 133권 , 2016 .09) 등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론 개발 및 연구 분과 대표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는 수집 · 정리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

으로 다수의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다 . 특히 경북지역 종가문화와 관련하여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 ' ("嶺南學" 30권 , 2016.08 .)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 이외에도 지역 어문학 자산과 관련하여 '대

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 , ( "한민족어문학" 77권 , 2017.09 .) , '덕산동부의 문화지리적 상상력 ' ( "

남명학연구" 55호 , 2017.09 .) 등의 연구 성과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상규 교수 또한 지역 문인의 유고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데 '이상정 장군의 육필 유고 <표박기> 분석 ' ("동아인문학" 39호 ,

2017.06 .)과 같은 논문이 그것이다 .

실용화 및 국제화 분과 대표 참여교수인 남길임 교수는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표현 연구 : 감

성분석과 국어학 연구의 접점 ' ("언어과학연구" 78권 , 2016.10 .)이라는 논문을 통해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 자료에 대한 감성 분석 방법과 실용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최은숙 교수는 '아리랑 세

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한국민요학』 51권 , 2017.12 .)과 같은 논문을 통해 대표적 한국어문

학 자산인 아리랑의 국제화 방향을 고찰한 바 있다 .

이와 같이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자신이 속한 연구 분과의 역할에 맞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

출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의 연구 비전을 달성하는데 , 기여하고 있다 .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연구라는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및 성과를 저서로 출간

하였다 . 2015년에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커뮤니케이션북스 , 2015 .08. )와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역락 , 2015 .07. ) 연구 총서 2권을 발간한 후 , 2018년에는 고전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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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진연구인력 , 그리고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한국 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역락 , 2018.02 .)을 출

간하였다 . 이전 두 권의 총서가 사업단 참여 인력 및 관련 외부 저명학자들과 공저를 통해 문화어문학

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 이론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면 , 이번 저서는 실제 사업단 참여인력과

국어국문학과 소속 연구자를 중심으로 고전문학 분야 문화어문학 연구의 성과를 집성했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 사업단 출간 저서

<한국 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역락 , 2018 .02. )

총론

활학을 위한 고전문학 연구(참여교수 정우락)

1부 . 고전문헌의 문화론적 독법

01. '애일당구경첩 '을 통해 본 농암 이현보의 문화 활동(참여대학원생 최은주)

02. <봉산욕행록>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참여교수 정우락)

03. <황남별곡>과 <황산별곡>의 도통 구현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신진연구인력 조유영)

04. <소군출새도>와 관련 제화시의 문화어문학적 접근(경북대 외래교수 손대현)

05. 경상지역 ⏉보권염불문⏊의 간행과 불교가사 향유(국어교육과 조교 최형우)

06. <소현성록>의 유 · 불 대립에 나타난 조선조 여성신앙의 현실과 그 의미(안동대 외래교수 서정현)

07. '형재시집 '에 나타난 형재 이직의 불교 인식과 경험(경북대 외래교수 김분청)

2부 . 고전문학의 현장과 문화적 전통

01. 퇴계 이황의 청량산시에 나타난 유산 체험의 시화 양상과 의의(참여교수 최은숙)

02. 퇴계 이황과 고족의 독서문화와 그 의미(경북대 외래교수 김종구)

03.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광정(참여대학원생 량짜오)

04. 허주 이종악의 한시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사회문화적 의미(참여대학원생 황명환)

05. 구술연행의 문화적 함의와 공동체성의 회복(경북대 외래교수 박지애)

06. 영남지역 구술 연행의 문화론적 접근(경북대 외래교수 류명옥)

<한국 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은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고 이를 고전

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묶은 저서이다 . 이는 향후 본 사업단이 기획하고

있는 각 전공별 연구저서 출간 계획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향후 다수의 저서를 통해 본 사업단의 연

구 성과를 확산하는 데 본 사업단은 더욱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2) 영남의 권역 설정과 현장 밀착 연구 실적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해 문화론적 연구를 지향한다 . 이에 지역 밀착 연구의 기

반으로 영남을 세 권역으로 나누고 , 각 권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연구 방향을 설정해 왔다 .

◇ 영남의 권역

영남 동부 권역 : 낙동강 상류와 영남 좌도를 포괄하는 청량산권

영남 서부 권역 : 낙동강 하류와 영남 우도를 포괄하는 지리산권

영남 중부 권역 : 낙동강 중류와 영남 좌우도를 융합하는 가야산권

본 사업단의 연구는 이러한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자산을 권역별로 수집 · 조사하고 , 이를 기반으로

연구에 매진하여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 확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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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①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Ⅲ"(2016.7.15 .)

② "지역 어문학과 매체"(2016 .8 .16. )

- 2017년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 지역 어문학의 국제화( 2017 .8 .17. )

이러한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를 통해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의 가치와 국제화 방향을 관련 연구

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 그 성과를 확산하는데 집중하였다 .

또한 권역별로 문화어문학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현장과 연구의 소통을 지

향하였다 .

①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실습1

- 주제 : 권정생 문학과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일시 : 2016년 12월 9일

- 장소 : 경북 안동시 일대(권정생 동화나라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

②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실습2

- 주제 : 경북 출신 문인들의 문학 생성 공간 연구

- 일시 : 2017년 4월 12일

- 장소 : 경북 안동시 및 영양군 일대(안동 이육사 문학관 , 영양 조지훈 문학관 , 주실마을)

③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

- 주제 : 예천 지역의 방언 조사 및 <음식디미방>의 ‘ 맛질방문 ’ 어휘와 내용 조사

- 일시 : 2017년 8월 10일

-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맛질마을

④ 경북 현풍 지역 현장조사

- 주제 : 현풍 지역의 방언 조사 및 <현풍곽씨언간>의 주요 지명에 대한 연구

- 일시 : 2016년 8월 23일

- 장소 : 경상북도 현풍면 대리(소례마을)

⑤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조사1

- 주제 : 대구 근대와 천주교인 및 지식인 관련 답사

- 일시 : 2016년 12월 28일

- 장소 : 대구 도심 소재 문화어문학 관련 장소(대구 근대역사관 , 경상감영공원 , 계산성당 , 이상화 서

상돈 고택 , 계산예가 , 달성공원 , 향토역사관)

⑥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조사2

- 주제 : 지역 근대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일시 : 2017년 7월 5일

- 장소 : 대구 도심 소재 문화어문학 관련 장소(대구문학관 , 264작은 문학관 , 희움 역사전시관 , ETC예

술컨텐츠 협동조합 등)

⑦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조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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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대구 근대 문인 및 교육 공간 답사 ,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 현장 답사

- 일시 : 2017년 10월 25일

- 장소 : 청호서원 , 무동재 , 구암서원 , DGB 향토문화 테마전

⑧ 경남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

- 주제 : 경남 함양 거창 일대 문학생성 공간 답사

- 일시 : 2017년 8월 26일~27일

- 장소 : 함양 상림 , 일두고택 , 남계서원 , 농월정 , 수승대(거북바위 · 요수정 · 구연서원) , 갈천서당 ,

가선정 , 농월정 , 수승대

본 사업단에서는 권역별 현장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고 , 문화어문

학 연구와 현장이 연계됨으로써 지역 밀착 연구를 지향할 수 있었다 . 그리고 이러한 현장 밀착 연구는

향후 대중서 기획으로 이어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지역어문학의 가치를 지역민들에게 확산하고자 한

다 .

3)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 시스템 구축

본 사업단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전공 상호간의 융합적

연구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본 사업단의 학술대회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 이를

통해 사업단 자체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검증받았으며 , 사업

단의 연구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

◇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개최 계획

- 1단계(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 : 각 전공 분야에 적합한 문화어문학 방법론 개발과 적용(연 2

회 이상)

- 2단계(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 전공 간 융합적 연구 관점을 검증하고 ,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문화어문학의 이론과 적용을 검토(연 1회 이상)

- 3단계(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 국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 문화어문학 연구의 세계화 가능

성 타진(연차별 1회 : 3 · 5 · 7차년도)

◇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개최 실적(2016~2017)

- 4차년도(2016)

① 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6회 개최)

②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2회 개최)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Ⅲ” (2016.7.15 .)

“지역 어문학과 매체”( 2016 .8 .16. )

③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1회 개최)

“언어생활과 문화” (2016.11 .17.~18. )

- 5차년도(2017)

① 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6회 개최)

②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1회 개최)

“지역 어문학과 세계화”( 2017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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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1회 개최)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 (2017.11 .9 .~10 .)

본 사업단은 최근 2년 동안 당초 계획한 것보다 횟수와 규모를 늘려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 특히 전국 단위의 학술대회를 이전보다 1회 더

개최하여 국내 연구자들과의 소통의 길을 늘렸고 , 국제학술대회를 연1회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어

문학의 세계화를 모색하였다 . 이러한 국제학술대회는 사업단이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의 확산

본 사업단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 이렇

게 구축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 또한 협력기관과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를 대중화하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거나 참여하였

다 .

- 학내협력기관

인문과학연구소 , 영남문화연구원 , 문화산업연구소 , 한국어문화원

- 학외협력기관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선비문화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 남명학연구원 , 더

아이엠씨(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국립국어원 ,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 국립한글박물관 ,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경상남도 사천문화원 ,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원 ,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 , 남명학연구원 , 임고서원 , 동리목월문학관

-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

운경재단(치유인문학) , 대구시청(대구시민대학) , 한국출판진흥원(길 위의 인문학) , 상주향교(선비문화

아카데미) , 한국국학진흥원(도민의식 함양 연수) 성주문화원(경북선비아카데미)

본 사업단의 아젠다는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 이러한 아젠다

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남지역의 문화원과의 협력 관계

는 필수적이다 . 이에 따라 본 사업단은 영남 각 지역의 문화원과 문학관 , 서원 등과 지역문화 관련 연

구와 교육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

또한 본 사업단은 지역의 문화원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역 어문학 및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리고 상호간 인적 교류 및 자료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였다 . 향후에는 현재 협력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의 교류가 더욱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

을 마련할 것이며 , 협력기관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

5)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및 기획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일반인 대상의 강연

을 기획하고 , 외부기관의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일반인 대상의 강연 실적과 강연 기획 실

적은 다음과 같다 .

<참여인력 대중 강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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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교수

- 김덕호 ,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활용에 대하여 , 조선대학교 인문학 강좌 , 2016 .06.09 .

- 김덕호 , 방언 문화의 창의적 활용 , 대구능인고등학교 인문학 강좌 , 2016 .07.13 .

- 김주현 , 혁명가 신채호와의 대화 , 대구 안심도서관 , 2016 .10.26 .

- 김주현 , 분단을 넘어-한 월남민의 길 찾기- 최인훈의 <광장>, 경북대학교 , 2017.06 .27.

- 백두현 ,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이야기 , 합천군 제2청사 , 2016 .05.13 .

- 백두현 , 안동을 배경으로 한 음식조리서와 음식 문화 , 경북도립 안동도서관 , 2016.06 .21.

- 백두현 , "음식디미방" 맛질방문의 '맛질 ' 위치 확정 , 예천문화원 , 2016.07 .05.

- 백두현 , 훈민정음에서 배우는 교훈 , 영천 임고서원 , 2016 .07.28 .

- 백두현 ,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인가 , 국립대구과학관 , 2016 .10.08 .

- 백두현 , 한글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과제 , 국립국어원 , 2017 .04.27

- 백두현 , 예천의 한글 문헌 , 예천문화원 , 2017.07 .04

- 백두현 , 안동의 유물 , 수운잡방 , 한국국학진흥원 , 2017 .09.12

- 백두현 ,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 안동대학교 , 2017 .09.26

- 백두현 ,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인가 , 대구동구문화재단안심도서관 , 2017 .10.13

- 백두현 , 훈민정음과 한글편지 , 임고서원 , 2017 .10.19

- 백두현 , 음식디미방과 한글 편지로 보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음식문화 , 국립경주박물관 , 2017.10 .06.

- 이상규 , 유학교육의 가능성과 미래 , 현풍향교 유림교육원 , 2017 .03.22 .

- 이상규 , 한국어 세계화 방향 , 세종학당재단 , 2017.11 .10.

- 이상규 , 가을밤의 문학기행 , 경북도립대학창업보육센터 , 2017 .11.21 .

- 정우락 , 경북의 종가문화 , 경산문화원 , 2016 .04.20 .

- 정우락 , 삼국유사-원시와 문명사이 , 군위여성회관 , 2016.05 .03.

- 정우락 , 영남지성사 , 그 회통의 의미 , 월봉서원 , 2016.05 .13.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 아이쿱상주협동조합 , 2016.05 .16.

- 정우락 , 영남학과 지역학 , 경북대학교 인문대 211호 , 2016.06 .11.

- 정우락 , 도산서원의 문화론적 접근 , 영덕문화원 , 2016.06 .17.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 2016 .07.07 .

- 정우락 , 종가의 탄생과 경북의 종가문화 , 칠곡문화원 , 2016 .08.05 .

- 정우락 , 한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 성주문화원 , 2016.08 .16.

- 정우락 , 한강선생 휘호대회 , 성주체육관 , 2016 .10.08

- 정우락 , 물 즐기다 : 샘의 노래 개울의 노래 , 세계물포럼 , 2016.10 .19.

- 정우락 , 산수와 벗하다 , 국학진흥원 , 2016 .10.25 .

- 정우락 , 남명학의 생성공간 , 솔대학 , 2016 .10.25 .

- 정우락 , 한문학의 문화어문학적 재발견 , 경상대 한문학과 , 2016 .11.24 .

- 정우락 , 백두대간 속리산권 구곡동천에 대하여 , 상주문화원 , 2017 .02.10 .

- 정우락 , 강으로 읽는 영남학 , 경북대 인문대 코어 , 2017.04 .10.

- 정우락 , 선비의 여가와 풍류 , 경산문화원 , 2017.04 .01

- 정우락 ,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 칠곡문화원 , 2017.07 .05

- 정우락 , 삼국유사 , 원시와 문명 사이 , 군위문화원 , 2017.08 .01

- 정우락 , 조선의 지조 , 남명 조식 , 성주문화원 , 2017.08 .08

- 정우락 , 영남유학의 특징과 강안학 , 칠곡문화원 , 2017.09 .07

- 정우락 , 조선조 선비들의 풍류 , 상주향교 , 2017.10 .16

- 정우락 , 자연이 전하는 심성의 소리 , 고려대학교 , 2017 .11.03

- 정우락 , 퇴계와 남명 사이 , 대구한의대 , 2017.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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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락 , 사천유학의 특징과 구암학 연구의 의의 , 사천문화원 , 2017.12 .09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가와 풍류 , 경북대 열린인문학 , 2017.12 .16

- 정우락 , 과인문학문 , 어떻게 할 것인가 , 경북대 교수학습센터 , 2018 .01.15 .

② 신진연구인력

- 박지애 , 문학 ,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힘 , 합천중 , 2017 .07.14 .

- 박지애 , 삶과 치유의 문학 , 대구성화여고(경북대 인문학술원 인문학교실) , 2017.08 .29.

- 배지연 , 생로병사의 인문학 , 대구시청(대구시민대학) . 2017 .04.13 .

- 배지연 , 문학과 삶의 비전 , 대구교도소(경북대 인문학술원) , 2017 .04.27 .

- 배지연 , 길 위의 시인들과 감정 혹은 기억 , 두류도서관(길 위의 인문학) , 2017 .07.22 .

- 배지연 , 상화와 육사의 문학 공간 , 경북대학교 박물관(경북대 인문학술원) , 2017 .11.04 .

- 배지연 . 대구의 문화지도 그리기 , 대구시청(대구시민대학) , 2017.12 . 26 .

- 배지연 , 책 읽는 사람들 호모부커스 , 대구경상고 , 2018 .12.28 .

- 배지연 , 포스코와 산업화 , 그리고 난쏘공 , 포항포은도서관(경북대 인문학술원) ,2018.01 .27.

- 조유영 , 경북 선비의 풍류문화 , 상주문화연구소 , 2017.05 .16.

- 조유영 , 조선 선비들이 찾은 이상향-구곡문화 , 상주향교 , 2017.10 .12.

③ 참여대학원생

- 김명주 , 공공언어 바로 쓰기 , 대구서부소방서(국어문화학교) , 2016.09 .20.

- 김명주 , 병영언어예절 , 육군 제5837부대 6대대(국어문화학교) , 2017 .07.27 .

- 제갈덕주 , 공공언어 바로 쓰기 , 대구동구청(국어문화학교) , 2016.09 .03.

- 제갈덕주 , 병영언어예절 , 공군 제16전투 비행단(국어문화학교) , 2016.10 .10.

- 제갈덕주 ,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법 ,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국어문화학교) , 2016.10 .11.

- 최은주 , 농암 이현보를 통해 본 효 정신 , 한국국학진흥원 , 2017 .10.11 .

- 황명환 , 명심보감 읽기 , 대구경북인문학협동조합 인문학고전 기획 강좌 , 2016.12 .13.~15.

- 황명환 , 논어 ‧ 명심보감 ‧ 한국고전문학 ‧ 지역문화어문학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활동가사업 ,

2017.11 .01.~2018.02 .28.

<대중 강연 기획 실적>

- 정우락 , 운경재단과 함께하는 치유인문학 강좌 , 월 1회(2016.03 .~2017 .02. )

- 정우락 , 영남유학연구회 공동 문화과정 강좌 , 월 1회(2016.03 .~2017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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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진의 구성

7.1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표 10> 사업단장 재임 현황

연번 성명 재임기간(YYYYMM-YYYYMM) 단장변경 사유

1 백두현 201309-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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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 구성원 연구 활동의 성찰과 향후 연구의 방향

 최근 2년간 참여 연구진들은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를 출판하여 꾸준하면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

행해 왔다. 향후 사업에서는 참여 구성원의 연구 활동을 더욱 심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

로 사업의 아젠다와 밀착도가 높은 두 명의 교수를 추가로 영입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사업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더욱

심화하고 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사업단의 연구진은 고전문학·현대문학·국어학의 전공 분야에서 사업단의 아젠다인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이론 연구를 통해 대중화·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1. 사업단장의 연구, 행정 역량 및 수행의지

 1) 사업단장의 연구 역량

 (1) 양적·질적으로 공인된 연구 업적

 본 사업단의 단장인 백두현 교수는 본 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를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연구역량을 갖춘 인물이다. 백

두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 업적에 등재된 논문이 120건, 단행본이 33건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논저

를 발표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 논저 중에서 우수 연구업적으로 공인된 것은 다

음과 같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우수 성과 선정(2007년 12월)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1호, 2006.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10년 대표성과 선정(2012년 12월)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호, 2004.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2호, 2005.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1호, 2006.

 ㉰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교양도서 선정

 -《현풍 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2005-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출판사, 2006-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2011-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

 (2) 문화어문학 실천을 보여주는 사업단장의 연구 활동과 성과

 문화어문학이란 한국어문학 자산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국제화라는 세 단계를 포괄한

다. 사업단장은 이러한 문화어문학의 목적에 걸맞은 연구 활동을 실천해 왔다. 다수의 한글 문헌자료를 발굴하여 연구했

으며, 이들을 현대화하여 실용적 문화자원으로 가공하는 데 학문적 정열을 쏟아왔다. 사업단장의 연구 업적으로서 본 사

업단의 연구 방향에 특히 부합되는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조선시대 한글 음식조리서 연구를 통한 조리용어 통합검색시스템 개발(2007년~2008년)

 음식조리서는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가사 활동의 중심을 이루던 음식조리법을 한글로 필사한 자료이다. 사업단장 백두

현은 필사본 음식조리서를 판독하여 현대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상세색인이 붙은 말뭉치로 가공하여 DB 구축 및 검색 시

스템 개발을 수행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의 '토대연구DB'에서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어

서비스되고 있다.(http://ffr.krm.or.kr/base/td003/browse_year.html) 이 결과물은 조선시대의 한글 필사본을 되살려

현재 살아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전형적 사례이다. 이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3명의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였고, 조리어휘의 사전학적 연구에서도 5편 이상의 논문이 창출되었다. 또한 이 사업의 결과물은 한국

전통음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초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문화관광부 주관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 사업 참여

 사업단장은 2001년~2005년에 걸쳐 구축되고 개관된 디지털 한글박물관(www.hangeulmuseum.org) 구축 사업에 핵심 연구

원으로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 사업은 2001년에 착수되어 200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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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84



역사관, 조형예술관을 개관하였고, 이어서 2003년에 학술정보관, 2004년에 교육문예관, 2005년에 미래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부터는 통합 검색서비스 기능을 구비하였다. 사업단장은 한글박물관 전체의 기획과 구성에 역할을 했으며, 특히

기본 메뉴에 설정된 '생활 속의 한글'은 구성, 집필, 자료 구축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 디지털 한글박물관 한글 음식조리서 특별전 기획책임자

 디지털 한글박물관에서는 매년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백두현 교수는 2008년의 특별기획전 '한글 음식조리서전'의

설계와 콘텐츠 구축을 의뢰받아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현재도 이 전시회는 웹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http://www.hangeulmuseum.org/sub/special_flash/2008/special_ex(2008).jsp)

 ㉱ 옛한글 문헌(언간, 음식조리서)의 실용화를 위한 주석·번역 작업

 한국의 어문학 자산 중 당대의 생활문화와 가장 밀착된 것은 언간(한글편지)과 한글 음식조리서이다. 사업단장은 언간

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으며, 특히 《현풍곽씨언간 주해》를 출판하여 옛 편지를 현대인을 위한 삶의 자산으로 재창조

하였다. 또한 음식조리서의 가장 중요한 고전인 '음식디미방'을 주해하여 국어사 연구는 물론 전통 한식 연구의 기초 자

료를 제공했다. 이어서 규장각 소장의 음식조리서 세 가지를 묶어서 주해 번역하여 《주방문·정일당잡지 주해》를 출판

하였다. 국어사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자료에 주목하여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여 한식 연구자들의 기본 자

료로 제공했다.

 ㉲ 한국 어문학 자원의 현재화를 위한 대중 교양서 저술 및 대중 강연

 사업단장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대중 교양도서 출판과 대중 강연을 통해 실천해 왔다

. 《경상도 사투리의 말맛》(커뮤니케이션북스, 2006)은 사투리에 담긴 이야기를 교양도서에 담아낸 것이고, 《한글편지

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역락, 2011)은 조선시대 선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어 선비상을 현재

화하기 위한 교양도서이다. 아울러 사업단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역의 문화원과 서

원 등에서 한글 편지, 훈민정음, 지역어 등에 대한 강연을 하여 학문 성과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

왔다.

 위와 같이 본 사업단의 비전과 연관된 사업단장의 성과들은 본 사업단의 성공적 과업 수행을 위한 주춧돌이 된다. 본

사업단이 문화어문학을 내걸고 나온 이유를 위의 성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연구 사업 수행

 경상북도 도청에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에 걸쳐 경북의 종가 음식조리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초

연구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단장은 이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아 2명의 외국인 교수(일본 原田信男 고쿠시칸대, 중국

趙建民 산동관광대학) 및 국내 교수 6명(백두현, 남권희, 주영하, 배영동, 정혜경, 허성미)과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의 종가음식 조리서의 가치를 밝히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 사업은 종가 음

식조리서가 한국인의 식생활 미친 영향과 세계 음식문화에 끼친 영향을 밝혔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2) 사업단장의 행정 역량

 백두현 교수는 연구소 운영 및 연구단체 운영에 참여하여 연구 조직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백두현 교수가 원장직을 수행했던 기간 중 영남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백두현 교수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인문대학 학장으로서 안정적인 행정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본 사업

단의 사업단장이 수행한 연구 행정 및 교내외 행정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단체 운영 경력 및 성과

 -2010.1.~2011.12. 훈민정음학회 회장: 국제학술대회 2회(SCRIPTA2010,SCRIPTA2011) 개최, 영문국제학술지 SCRIPTA를

2회 간행

 -2013.1.~ 2015.2. 국어사학회 회장

 -2010.9.~ 2012.8.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교양시민인문강좌, 칠곡군 인문학축제 등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지역사

회 인문학 보급을 위한 인문대학 열린인문학센터 개설

 -2005.10.~ 2007.1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원장: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선정 및 연구 수행

 -2013.9.~ 현재.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장

 -2014.6.~ 2015.2.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연구 사업 연구단의 연구 책임자 수행

 (2) 산관학 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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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5.~ 2008.4. 경상북도 도청 새경북위원회 위원

 -2011.11.~ 2013.10.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자문 위원

 -2010.9.~ 2011.10. 칠곡군청 평생학습교육관 운영 위원

 -2011.5.~ 현재. 미래전략연구소 운영 위원(대구일보)

 -2014.10.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이사

 -2015.2.~ 현재. 대구교통방송 사투리해설 위원

 3) 사업단장의 사업 수행 의지

 본 사업단을 한국어문학계를 변화시키는 진원지로 만들고 나아가 이를 국제화시켜 한국 어문학 자산을 세계인이 향유하

는 문화 자산으로 발전시키려는 사업단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연구는 사업단장이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온 영역이어서 사업단장은 이에 대한 학문적 관점과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추고 있다. 사업

단장의 목표는 본 사업단을 문화어문학 이론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국제적 능력을 갖춘 학문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과업을 실천해 갈 것이다.

 첫째, 사업단장은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과 연구의 실천을 통해 한국학의 핵심인 한국어문학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창

출해 내기 위해 본 사업단을 운영할 것이다.

 둘째,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 자원의 기초적인 연구 방법(자료 조사와 내용 연구)을 뛰어넘어 현대인의 삶과 소통하고

, 대중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것이다. 본 사업단 연구진과 여기서 배출된 학문후속세대가 한국어

문학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침체된 한국어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셋째, 본 사업단은 영남의 어문학 자산이 가진 가치가 현대 한국인의 삶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이를 국제화하

여 세계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본 사업단이 수행한 문화어문학의 연구 결과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를 국외 관련 학자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4)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영 목표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영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어문학 사업단이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에 변화와 혁신을 불

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영역의 목표

 -본 사업단이 한국어문학 연구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되도록 만든다.

 -문화어문학 연구를 위한 이론과 이것의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 학술저서를 출판한다.

 ◇ 교육영역의 목표

 -문화어문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시민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천한다.

 -일반과 소통하는 문화어문학을 위해 대중교양서를 출판한다.

 ◇ 실용화 및 국제화 영역의 목표

 -한국어문학 자산을 현대인의 삶과 융합하여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킨다.

 -영남어문학 자산을 국제화하여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자원으로 승화시킨다.

 2. 참여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 역량

 1) 연구진 구성

 본 사업단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세 개 부문으로 참여 연구진을 구성한다.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상규, 김주현, 서혜은, 신진연구인력1

 -이론 개발 및 연구: 정우락, 김덕호, 신진연구인력2

 -실용화 및 국제화: 김재석, 남길임, 신진연구인력3

 (1)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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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언 자료 구축 및 연구의 권위자, 이상규 교수

 이상규 교수는 방언학 전공교수로, 경북 방언과 문학 방언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축적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방

언조사 연구원으로 한국방언자료집 간행에 참여하였으며, 《경북방언사전》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상규 교수는 지역어

, 특히 경북 방언 자료를 상당히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성과도 탁월하다. 최근에는 고문서 자료를 조사하는 데 주

력하여, 2011년 《한글고문서 연구》, 2013년 《한글고목과 배자》, 2014년 《역주 여사서언해 권1.2.3.4》를 간행하였

다. 간행한 저서 중 2011년에 간행한 《한글고문서 연구》가 2012년 학술원 우수도서, 2013년에 발간한 《훈민정음통사

》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저서 후지원 사업 선정 도서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 발간한 《한글공동체》는 문화체

육관광부 2015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분 선정 도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상규 교수는 2006년-2009년에 국립국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표준어’ 중심의 어문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공통

어' 중심의 어문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방언학》,

《방언의 미학》, 《위반의 주술, 시와 방언》, 《경북방언사전》 등 방언 관련 다수의 저서를 집필해 방언이 우리의 소

중한 언어 유산임을 강조하면서 방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천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방언 자료의 수집과 언어와 문화, 방언과 문화,

경북 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볼 때 이상규 교수는 본 사업단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부문에 적임자라 할 것이다.

 ㉯ 자료 발굴 및 주석학의 완결자, 김주현 교수

  김주현 교수는 현대소설 전공교수로, 현대소설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을 매년 3-4편씩 발표하였으며, 이상문학전

집, 단재 신채호전집 등 전집 발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특히 자료발굴과 원전 또는 저자 확정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토대를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신채호가 발간한 ‘천고’ 3호를 입수

하여 그 전문을 소개하는가 하면, 김동리의 소설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의 성과로는 《이상문학전집

》 전3권의 발간이 있었으며, 《신채호문학연구초》를 발간하여 2013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리

고 《김동리 소설 연구》는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실험과 해체-이상 문학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학술

원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신채호에 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서인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 문학》을 상재했다.

 김주현 교수는 진작부터 본 사업단의 연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인 지역, 어문학 자료의 집대성 및 문화론적 활용과 관련

된 연구활동을 해 왔다. <대구경북 지역을 통해 본 한국의 지역 문학>을 발표(2002)하는가 하면 이 지역의 주요 작가인

이상화와 김동리에 대한 연구도 했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지역사상과 접목하여 새롭게 연구하는

한편, 김동리의 자료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 소재의 신문매체에 게재된 김동리의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고 김동

리의 사상을 신라 화랑의 사상과 결부시켜 논의하기도 하였다. 지역은 무엇보다 다양한 자료들이 산재한 곳이며, 근대

형성의 기반인 동학이 형성된 곳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연구는 사업단의 연구에 부합한다. 지역 문학에 대한 자료의 발굴

과 토대 구축, 나아가 심도있는 연구로 영남어문학의 연구, 나아가 어문학 연구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자료 발굴 및

주석학의 완성자라 할 수 있다.

 ㉰ 고전소설의 지역성과 대중성 연구의 적임자, 서혜은 교수

 서혜은 교수는 고전소설 전공 교수로 지역의 고전소설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2008)를 받았으며 2012년 한국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경판본 소설의 후대적 변

모 양상에 대한 연구(2014)를 진행한 바 있다. 경판본 소설이 조선 후기 서울에서 간행되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서혜

은 교수가 주력하고 있는 경판본 소설에 대한 연구는 서울 지역 고전소설의 출간 및 향유 문화를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혜은 교수가 주력하고 있는 서울 지역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의 토대는 본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에 대한 연구와도 직결된다. 경판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는 영남 지역에서 필사본으로 먼저 향유된 작품이

상당 비중 차지하기 때문이다. <숙영낭자전>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최근 발표한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2015)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했다. 이 논의에서 영남 지역에서 먼저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향유되었던 <숙영낭자

전>이 서울에서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대중성을 확보한 현상을 밝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로 영남 지역에서 필사본으로만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조생원전> 필사본 이본 41종을 대상으로 하

여 여성 독자층의 향유 의식에 대한 논의(2011)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연장선으로 1910년대 신소설 작가

인 이해조가 창작한 <구의산>이 <김씨열행록>의 개작이 아니라 <조생원전>의 개작임을 밝혀 한국 연구재단의 우수논문

(2012)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서울 및 영남 지역의 고전소설의 자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정

리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 고전소설의 향유 방식 및 독자층의 의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서혜은 교수

는 영남 지역 문화 어문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본 사업단의 적임자라 할 수 있다.

 (2) 이론 개발 및 연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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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어문학 이론의 개발자, 정우락 교수

 정우락 교수의 전공은 한국한문학과 고전비평이다. 정우락 교수는 한문학의 자생적 연구방법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 '인식-형상 이론'을 창출해 학계의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저서로는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박이정

,1998. 남명학술상), 《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역락,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이 있으며, 이외에도 《조선

의 서정시인 퇴계 이황》(글누림,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영남의 큰집, 안동 퇴계 이황 종가》(예문서

원, 2012. 올해의 청소년 권장도서), 《남명학의 생성 공간》(역락, 2014. 우수출판콘텐츠지원사업선정), 《역주고대일

록》(태학사, 2009. 한국고전번역원의 우수번역서 지정)등을 출간하였다.

 본 사업단의 연구 주제인 문화어문학과 관련해 볼 때, 정우락 교수는 이 분야의 이론을 개발해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어문론총 60, 2014)에 수렴한 적이 있다. 이밖에도 지역문학을 문화론적으로 접근한 <조선시대 '문

화공간-영남'의 한문학적 독해>(어문론총 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조선 중기 강안 지역의 문학활동과 그 성격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한국학논집 4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감성과 문학적 소통>(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등이 있다. 또한 문화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북 주요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경상북도)'을 6년째 수행하고 있으며, 영남지역 문화를 세계화하

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종가,  500년의 초대’ 번역 사업'을 수행하여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터키어로 번역

한 바 있다. 이러한 면모로 보아 정우락 교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한

문화어문학 이론의 진정한 개발자라 할 수 있다.

 ㉯ 언어문화 연구 방법론 개발 분야의 권위자, 김덕호 교수

 김덕호 교수는 국어문화론 전공 교수로서, 국어학과 사회언어학, 방언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을 매년 2~3편씩 발

표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단의 주제인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를 추진하는 데 1차적인 자료 수집과 이를 데이터베이

스로 집적화하는 데 적합한 연구자이다.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 문화자원의 자료 처리 방안 연구>와 같은 논

문은 문화어문학 자료를 질서화하고 이를 전자문화지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내용으로 본 사업단의 연구 단계에 적

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2014)은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

천적 방법론을 모색한 내용으로 향후 사업단의 연구 방법의 방향을 제시한 논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영남 지역의

언어 추이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 방언학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사업단의 목표에 맞는 연구 활동을 부단히 추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언어학 분야를 소개하는 책(《경제언어학-언어, 방언, 경어-》 역락,

2015)을 간행하고 관련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다. 이러한 실력은 2002년에 출판한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이라는 책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 출간한 《언어지도의 미래》라는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

정되면서 입증된 바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지역언어문화상품개발'이라는 정부 용역 사업을 수행

하고 있어 본 사업단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단계를 추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모로 보아 김

덕호 교수는 이론 개발 및 연구 분야의 권위자라 할 수 있다.

 (3) 실용화 및 국제화 부문

 ㉮ 전통극의 창조적 계승자, 김재석 교수

  김재석 교수는 한국 근현대극 전공 교수로서, 우수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해당 분야의 중요 연구자로 주목받고 있

다. 특히 김재석 교수는 근현대극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극으로까지 그 연구 범위를 확

장하였다. 이 방면의 연구로 <하회탈춤 대사의 기능과 구현 원리>(1999)가 발표된 이래,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 범위의 확장뿐만 아니라 전통극을 활용한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한 연구로서 본 사업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과 관련된 김재석 교수의 연구 성과는 영남 지역, 특히 대구 지역 연극을 대상으로 대구 지역 연극의 보편성

과 특수성을 구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련 연구 성과로는 <1970년대 대구지역 소극장 연극 연구>(2009), <1980년대

초 대구지역 소극장 분도와 누리 연구>(2011), <1980년대 동아쇼핑센터 소극장과 지역연극>(2013) 등이 있다. 김재석 교

수에 의해 대구 지역 연극은 서울과 다른 '진보성'이 있음이 밝혀져 학계뿐만 아니라 연극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도 했

다. 김재석 교수는 이론 정립과 연구에서 나아가 실제로 연구 성과를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실용화하고 있어 본 사업단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영남지역의 전통극 자산인 하회탈춤을 창의적으로 계승하여 마당극으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아줌마, 정혜선’(2000), ‘천일야화’(2011)등 5편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김재

석 교수가 소속된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극단인 ‘함께사는세상’에서 그의 작품을 꾸준히 공연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

로 보아 김재석 교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전통극의 창조적 계승자라 할 수 있다.

 ㉯ 국어학 세계화의 융복합 연구의 선두, 남길임 교수

 남길임 교수는 국어정보학, 한국어 사전학 전공 교수로, 매년2-3편의 논문을 꾸준하게 발표하는 한편 사전구축 사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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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언어자원의 DB구축 사업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2010년에는 2인 공저 저서인 《한국어 사전편찬학 개론》이

학술원 우수도서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2011년 UCLA의 손성옥 교수와 함께 JK Linguitsics에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반영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출판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연구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또 2012년에는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적인 사전학 학술대회인 유럽사전학 학술대회(Euralex)에 참여하여 대학원학생들과 함께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

서의 의미 주석 연구(Extracting and Annotating Extended Lexical Units of Culinary Terms for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아시아 지역,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한 발표였다. 이후

2013년 The Asia Triple Helix Society, 2014년 ASPCLC, 2014년 세계한국학대회, 2015년 아시아사전학 학술대회 등 국제

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본 사업단의 비전을 고려할 때 남길임 교수의 연구 경향은 본 사업단과 일치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헌자료과 구술자료를 일정한 형태의 DB와 말뭉치로구축하고, 이를 활용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은 국어정보

학, 사전학 관점에서의 분석과 해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어문학의 자료 구축과 가공에 대한 연구를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한국학,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학문적으로 기여하였다. 따라서 남길임 교수는 영남지역 어문

학의 자료 구축과 가공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학,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융복합 연구의 선

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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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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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단장의 연구 ,행정 역량 및 수행 의지

1) 사업단장의 연구 역량

(1) 양적․질적으로 공인된 연구 업적

본 사업단의 단장인 백두현 교수는 본 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를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연구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 . 백두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업적에 등재된 논문이 130건 , 단행본이 31건으로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논저를 발표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 이

연구 논저 중에서 우수 연구 업적으로 공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학술진흥재단 우수 성과 선정( 2007년12월)

- ‘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 ’ , “어문론총” 41호 ,

2006.

②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10년 대표성과 선정(2012년12월)

- ‘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조선왕조실록 및 한글필사본을 중심으로- ’ ,“진단학보” 97호 , 2004 .

- ‘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편지와 한글고문서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 42호 , 2005.

- ‘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 41호 , 2006 .

③ 우수학술도서및우수교양도서선정

- <현풍곽씨 언간 주해>, 태학사 , 2003.-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

-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 2005.-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

- <음식디미방 주해> , 글누림출판사 , 2006 .-문화관광부우수학술도서

-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 2011.-문화관광부우수교양도서

- <한글문헌학>, 태학사 , 2015.-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

(2) 문화어문학 관련사업단장의 연구 활동과 성과

문화어문학이란 한국어문학 자산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 , 이론 개발 및 연구 , 실용화 및 국제화라는

세 단계를 포괄한다 . 사업단장은 이러한 문화어문학의 목적에 걸맞은 연구 활동을 실천해 왔다 . 다수

의 한글 문헌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했으며 , 이들을 현대화하여 실용적 문화자원으로 가공하는 데 학문

적 정열을 쏟아왔다 . 사업단장의 연구 업적으로서 본 사업단의 연구 방향에 특히 부합되는 성과를 들

면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시대 한글 음식 조리서 연구를 통한 조리 용어 통합검색시스템 개발( 2007년~2008년)

음식조리서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가사활동의 중심을 이루던 음식조리법을 한글로 필사한 자료이다 .

사업단장 백두현은 필사본 음식조리서를 판독하여 현대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상세 색인이 붙은 말뭉치

로 가공하여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개발을 수행했다 . 이 사업의 결과물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의

<토대연구DB>에서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어 서비스 되고 있다 . ( h t t p://f f r .krm.or .k r/base/td

003/b rowse_yea r .h tm l ) 이 결과물은 조선시대의 한글필사본을 되살려 현재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

용한 전형적 사례이다 . 이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3명의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작

성하였고 , 조리 어휘의 사전학적 연구에서도 5편 이상의 논문이 창출되었다 . 또한 이 사업의 결과물은

한국전통음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초자원으로 활용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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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 주관 '디지털 한글박물관 ' 구축사업 참여

사업단장은 2001년~2005년에 걸쳐 구축되고 개관된 디지털 한글박물관(www .hangeul museum .o rg)구축사

업에 핵심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사업

은 2001년에 착수되어 2002년에 역사관 , 조형예술관을 개관하였고 , 이어서 2003년에 학술정보관 , 2004

년에 교육문예관 , 2005년에 미래관을 개관하였다 . 2006년부터는 통합검색서비스기능을 구비하였다 . 사

업단장은 한글박물관 전체의 기획과 구성에 역할을 했으며 , 특히 기본 메뉴에 설정된 '생활속의 한글 '

은 구성 , 집필 , 자료 구축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

③ 옛 한글문헌(언간 ,음식조리서)의 실용화를 위한 주석 · 번역 작업

한국의 어문학 자산 중 당대의 생활문화와 가장 밀착된 것은 언간(한글편지)과 한글 음식조리서이다 .

사업단장은 오랫동안 언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으며 특히 <현풍곽씨 언간 주해>를 출판하여 옛 편

지를 현대인을 위한 삶의 자산으로 재창조하였다 . 또한 음식조리서의 가장 중요한 고전인 <음식디미

방>을 주해하여 국어사 연구는 물론 전통 한식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 이어서 규장각 소장의 음

식조리서 세 가지를 묶어서 주해 번역하여 <주방문․정일당 잡지 주해>를 출판하였다 . 국어사 연구자들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자료에 주목하여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여 한식 연구자들의 기본 자료로 제

공했다 .

④ 한국어문학자원의 현재화를 위한 대중교양서 저술 및 대중 강연

사업단장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대중교양도서 출판과 대중 강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 <경상도 사투리의 말맛>(커뮤니케이션북스 , 2006)은 사투리에 담긴 이야

기를 교양도서에 담아낸 것이고 ,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역락 , 2011)은 조선시대 선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어 선비상을 현재화하기 위한 교양도서이다 . <한글 편지에 담

긴 사대부가 부부의 삶>(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교양총서 , 2015)은 한글 편지에 그려진 부부의 사랑

과 갈등을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한 교양도서이다 . 아울러 사업단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 지역의 문화원과 서원 등에서 한글 편지 , 훈민정음 , 지역어 등에 대한 강연을 하

여 학문 성과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 왔다 .

⑤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연구 사업 수행

경상북도 도청에서 2014.6월부터 2015년 2월에 걸쳐 경북이 종가음식조리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하기 위한 기초 연구 사업을 시행했다 . 사업단장은 이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아 2명의 외국인 교수

(일본 原田信男HaradaNobuo , 国士舘大學) (중국 趙建民 山东旅游职业学院) 및 국내 교수 6명(백두현 ,

남권희 , 주영하 , 배영동 , 정혜경 , 허성미)과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종가음식 조리서의 가치를 밝

히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 연구 사업은 종가 음식조리서가 한

국인의 식생활에 미친 영향과 세계 음식문화에 끼친 영향을 밝혔으며 ,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

⑥ 훈민정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연구 수행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 ( 2016)에서는 훈민정음에 태생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보편

적 가치가 민주성 , 과학성 , 철학성임을 논증하였다 . 이 연구에서 밝힌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

는 한국인의 삶 속에 살아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이 보편적 가치가 인류 전체로 확장될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를 논하였다 .

⑦ 한국 전통 음식문화를 대상으로 한 문화어문학적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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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 ' ( 2014)는 한국 음식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맛

표현법을 20여 개의 음식조리서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연구한 것이다 . 음식문화와 국어학 연구 방법론

을 결합시킨 연구로 문화어문학의 특장을 살린 논문이다 .

2) 사업단장의 행정역량

본 사업단의 단장인 백두현 교수는 연구소 운영 및 연구단체 운영에 참여하여 연구조직의 운영에 대

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 특히 백두현 교수가 원장직을 수행했던 기간 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 연구

기관뿐 아니라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으로서 안정적인 행정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 또한 본 사

업단의 단장을 2013년 9월부터 맡아오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 사업단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 본 사업단의 사업단장이 수행한 연구행정 및 교내외 행정 경력은 다음과같다 .

(1) 연구단체 운영 경력 및 성과

- 2010 .01.~2011.12 . 훈민정음학회 회장 : 국제학술대회2회( SCR IPTA2010 ,SCR IPTA2011) 개최 , 영문국제

학술지 SCR IPTA를 2회 간행

- 2013.01 .~2015 .02. 국어사학회 회장

- 2010.09 .~2012 .08.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교양시민인문강좌 , 칠곡군 인문학 축제 등을 통한 인

문학 대중화 , 지역사회 인문학 보급을 위한 인문대학 열린 인문학 센터 개설

- 2005.10 .~2007 .1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원장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선정 및 연구 수행

- 2013.09 .~ 현재 .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장

- 2014 .06.~2015.02 .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연구 사업 연구단의 연구 책임자

수행

(2)산학협력활동

- 2006.05 .~2008 .04. 경상북도 도청 새경북위원회 위원

- 2010.09 .~2011 .10. 칠곡군청 평생학습 교육관 운영위원

- 2011.11 .~2013 .10. 경상북도 여성정책 개발원 자문위원

- 2016.11 .~2019 .10. 경상북도 도청 지명위원회 위원

- 2017.04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이사

3) 사업단장의 사업 수행 의지

본 사업단을 한국어문학계를 변화시키는 진원지로 만들고 나아가 이를 국제화시켜 한국어문학 자산을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려는 사업단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

화어문학 연구는 사업단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온 영역이어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점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추고 있다 . 사업단장의 목표는 본 사업단을 문화어문학 이론 연구와 실용화를 통

해 국제적 능력을 갖춘 학문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과업을 실천해 갈 것이다 .

첫째 , 사업단장은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과 연구의 실천을 통해 한국학의 핵심인 한국어문학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 본 사업단을 운영할 것이다 .

둘째 ,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 자원의 기초적인 연구방법(자료조사와 내용연구)을 뛰어 넘어 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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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소통하고 , 대중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것이다 . 본 사업단 연구진과 여

기서 배출된 학문후속세대가 한국어문학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 침체된 한국어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

셋째 , 본 사업단은 영남의 어문학 자산이 가진 가치가 현대 한국인의 삶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나

아가 이를 국제화하여 세계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 본 사업단이 수행한 문화

어문학의 연구 결과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또한 본 사업단의 연구결과를 국외 관련

학자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

4)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영 목표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영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 문화어문학 사업단이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에

변화와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

◇ 연구영역의 목표

- 본 사업단이 한국어문학 연구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되도록 만든다 .

- 문화어문학 연구를 위한 이론과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

-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 , 학술저서를 출판한다 .

◇ 교육영역의 목표

- 문화어문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

- 시민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천한다 .

- 일반과 소통하는 문화어문학을 위해 대중 교양서를 출판한다 .

◇실용 및 국제화 영역의 목표

- 한국어문학자산을 현대인의 삶과 융합하여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킨다 .

- 영남어문학자산을 국제화하여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자원으로 승화시킨다 .

2 . 참여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 역량

1) 연구진구성

본 사업단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세 개 부문으로 참여연구진을 구성한다 .

- 자료조사 및 질서화 : 이상규 , 김주현 , 서혜은 , 신진연구인력1

- 이론 개발 및 연구 : 정우락 , 김덕호 , 신진연구인력2

- 실용화 및 국제화 : 남길임 , 최은숙 , 신진연구인력3

(1) 자료조사 및 질서화 부문

① 방언 자료 구축 및 연구의 권위자 , 이상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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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교수는 방언학 전공교수로 , 경북 방언과 문학 방언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 . 한

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방언조사 연구원으로 한국방언자료집 간행에 참여하였으며 , <경북방언사전>을 간

행하기도 하였다 . 이상규 교수는 지역어 , 특히 경북 방언 자료를 상당히 구축하고 있으며 , 관련 연구

성과도 탁월하다 . 최근에는 고문서 자료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여 , 2011년 <한글고문서 연구>, 2013년

<한글고목과 배자>, 2014년 <역주 여사서언해> 권1 .2 .3 .4를 간행하였다 . 간행한 저서 중 2011년에 간

행한 <한글고문서 연구>가 2012년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 2013년에 발간한 <훈민정음통사>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저서 후지원 사업 선정 도서로 지정되었고 , 2014년에 발간한 <한글공동체>

는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분 선정 도서가 되기도 하였다 . 2015년에는 대구지역 문

인인 이상화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상화문학전집>을 편찬하였으며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지역의

내방가사 작품을 대상으로 <경북 내방가사> 1,2,3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

또한 이상규 교수는 2006년-2009년에 국립국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 표준어 ’ 중심의 어문정책에 대

한 반성으로 '공통어 ' 중심의 어문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상규 교수는 여러 저서의 집필을 통해 방언이 우리의 소중한 언어 유산임을 강조하면서 방언을 새로

운 각도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다 . <한국어방언학> , <방언의 미학> , <위반의 주술 ,

시와 방언>, <경북방언사전> 등 방언 관련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천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방언 자료의 수집과 언어와 문화 , 방언과 문화 ,

경북 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볼 때 이상규 교수는 본 사업단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부문에 적임자

라 할 것이다 .

② 자료 발굴 및 주석학의 완결자 , 김주현 교수

김주현 교수는 현대소설 전공교수로 , 현대소설 분야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매년 3-4편씩 발표하였으

며 , 이상문학전집 , 단재 신채호 전집 등 전집 발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 특히 자료발굴과

원전 또는 저자 확정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토대를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최근에

는 중국에서 신채호가 발간한 ‘ 천고 ’ 3호를 입수하여 그 전문을 소개하는가 하면 , 김동리의 소설을발

굴하여 학계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 그의 성과로는 <이상문학전집> 전 3권의 발간이 있었으며 , <신채호

문학연구초>를 발간하여 2013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 그리고 <김동리 소설연구>

는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 <실험과 해체-이상 문학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 최근 2017년에는 <화두를 찾아서-문학의 화두 , 삶의 화두>라는 인문교양저서

를 출간하여 연구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

김주현 교수는 진작부터 본 사업단의 연구주제의 핵심 키워드인 지역 , 어문학 자료의 집대성 및 문화

론적 활용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해왔다 . '대구경북지역을 통해 본 한국의 지역문학 '을 발표( 2002)하는

가 하면 이 지역의 주요 작가인 이상화와 김동리에 대한 연구도 했다 .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를 지역 사상과 접목하여 새롭게 연구하는 한편 , 김동리의 자료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 지

역 소재의 신문 매체에 게재된 김동리의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고 김동리의 사상을 신라 화랑의 사상과

결부시켜 논의하기도 하였다 . 지역은 무엇보다 다양한 자료들이 산재한 곳이며 , 근대 형성의 기반인

동학이 형성된 곳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연구는 기대되는 바 크다 . 지역 문학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토

대 구축 , 나아가 심도있는 연구로 영남어문학의 연구 , 나아가 어문학 연구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다 .

③ 고전소설의 지역성과 대중성 연구의 적임자 , 서혜은 교수

서혜은 교수는 고전소설 전공 교수로 지역의 고전소설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

다 . 최근에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 경판본 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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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 2014)를 진행한 바 있으며 ,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2017)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

서혜은 교수가 주력하고 있는 서울 지역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의 토대는 본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에 대한 연구와도 직결된다 . 경판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는 영남 지역에서 필

사본으로 먼저 향유된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 서혜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 ' (2015)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 뿐만 아니라 '한남서림의

경판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사적 의미 ' ( 2016)을 통해 꾸준히 고전소설의 지역성과 대중성 연구

에 매진하고 다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서울 및 영남 지역의 고전소설 자료 발굴 및 수집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 고전소설의 향유 방식 및 독자층의 의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서

혜은 교수는 본 사업단의 적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 개발 및 연구부문

① 강안학의 학문적 정립자 , 정우락 교수

정우락 교수의 전공은 한국한문학과 고전비평이다 . 정우락교수는 성리학적 우주론이나 인식론이 문학

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 ‘ 인식형상의 상관성 이론 ’ 을 창출해 학계

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관련 저역서로는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박이정 , 1998, 남명학술

상) ,<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역락 , 2009 , 대한민국학술원우수도서) , <조선의 서정시인 퇴계 이

황>(글누림 , 2009 , 문화체육관광부우수교양도서) , <영남의 큰집 , 안동 퇴계 이황 종가>(예문서원 ,

2012, 올해의 청소년권장도서) , <역주 고대일록>(태학사 , 2009 , 한국고전번역원의 우수번역서 지정)

등이 있다 .

본 사업단의 연구주제인 문화어문학과 관련해 볼때 , 정우락 교수는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 영남

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쓴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 '의 한문학적 독해 ' ( 2012) , '조선 중기

강안지역의 문학활동과 그 성격-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한 하나의 시론- ' ( 2010) , '낙동강과 그 연

안지역의 공간감성과 문학적 소통 ' (2014) 등이 대표적 업적이다 . 그리고 문화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다 .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사업(경상북도) '을 8년째 수행하고 있으며 , 영

남지역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종가 , 500년의초대 ' 번역 사업을 수행하여 영어․중국어․
일본어․프랑스어․터키어로 번역한 바 있다 .

② 언어문화지도 작성의 권위자 , 김덕호교수

김덕호 교수는 국어문화론 전공교수로서 , 국어학과 사회언어학 , 방언학 분야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매년 2~3편씩 발표하고 있다 . 특히 본 사업단의 주제인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를 추진하는 데 1차

적인 자료수집과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화하는 데 적합한 연구자로 ,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한

국어문화자원의 자료처리 방안 연구 '와 같은 논문은 문화어문학 자료를 질서화하고 이를 전자문화지도

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본 사업단의 연구와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다 . 현재 영남지역의

언어 추이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방언학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사업단의 목표에 맞는 연구활동

을 하고 있다 . ‘ 경제언어학 ’ 이라는 새로운 언어학 분야를 소개하는 책( <경제언어학 논고>, 역락 ,

2015)을 간행하고 관련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다 . 이러한 실력은 2002년에 출판한 <경북방언의 지리언어

학>이라는 책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 2006년에 출간한 <언어지도의 미래>라는 책

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면서 입증된 바 있다 . 최근에도 <한어방언지리학>(2017)과 같은

저서를 꾸준히 집필하고 있다 .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언어문화상품개발 '이라는 정부 용역

사업을 수행하여 본 사업단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단계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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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용화및국제화부문

①국어학의 융복합 연구 선두주자 , 남길임 교수

남길임교수는 국어정보학 , 한국어 사전학 전공교수로 , 매년 2-3편의 논문을 꾸준하게 발표하는 한편

사전구축사업 , 각종 언어자원의 DB구축사업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 2010년에는 2인 공저저서인

<한국어사전편찬학개론>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 2011년 UCLA의 손성옥 교

수와 함께 JK L ingu i t s i cs에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반영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출판하여 국제적

인 네트워크와 연구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 또 2012년에는 격년으로열리는 세계적인 사전학 학술대회인

유럽사전학학술대회( Eura l ex)에 참여하여 대학원학생들과 함께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의미주

석연구( Ext ract i ng and Annotat i ng Extended Lex ica l Uni ts of Cul i nary Terms f or Korean Cul i nary

Manuscr ip ts of Joseon Per iod)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 당시아시아 지역 ,한국인으로서는유일한

발표였다 . 이후 2013년 The Asi a T r i p l e Hel i x Soc ie ty , 2014년 ASPCLC, 2014년 세계한국학대회 , 2015

년 아시아사전학학술대회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

다 . 최근에는 <한국어텍스트감성분석>(2017)과 같은 저서와 각종 논문을 통해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

본 사업단의 비전을 고려할 때 남길임 교수의 연구 경향은 본 사업단과 일치하는 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 영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일정한 형태의 DB와 말뭉치로 구축하고 ,

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은 국어정보학 , 사전학 관점에서의 분석과 해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향후에는 영남지역어문학의 자료 구축과 가공에대한연구를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한국학 ,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영남지역 고전시가 연구의 전문가 , 최은숙 교수

최은숙 교수는 고전시가 전공 교수로 , 매년 3편 이상의 고전시가 분야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 민요

를 비롯한 구비문학 분야 및 고전시가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다 . 특히 영남지역

시가 문학 및 민요 연구에 있어 축적된 연구 경험과 탁월한 안목은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바이다 . 민요

분야에서는 지역 민요 전승 문제를 다룬 '대구경북 지역 전통 민요 계승의 현황과 현재적 활용 ' ( 2006)

과 같은 논문에서는 지역 노래문화의 계승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

인 민요인 아리랑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아리랑> 관련 민족담론의 구성양상과 의미 ' ( 2014) 이후 지

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최근에는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7) , <아리랑

의 역사적 행로와 노래>(2014) 등의 저서를 통해 아리랑의 세계화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를 학계에 제

출하였다 . 또한 최은숙 교수는 영남지역 기행가사 및 여성의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로는 '친정방문 관련 여성가사에 나타난 유람의 양상과 의미 ' ( 2017) , '<갑오열친가>와

<답가>의 작품 특성 및 전승 양상 ' ( 2016) 등이 있다 .

이와 같이 최은숙 교수는 영남지역 민요 및 고전시가 분야에 있어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 그가 추

진하고 있는 연구 방향은 본 사업단의 연구 비전과도 어느 정도 그 궤를 같이한다 . 또한 최은숙 교수

는 우리의 고전시가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방안을 갖고 있기에 영남어문학의 세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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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공학과(학사단위) 전체교수 중 참여교수 비율

<표11-1>참여교수 비율 변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비율(%)

2015년 참여교수 비율 9 8 88.89

2018년 참여교수 비율 10 8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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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2>최근 2년간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교수 수(명) 9 9 9 10

전입 교수 수(명) 9 9 9 10

전출 교수 수(명)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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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최근 2년간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1 최은숙 2017년 2학기 전입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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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1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실적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실적(계획)

 ◇ 최근 2년간 국제화 실적에 대한 성찰과 향후 사업의 방향

  본 사업단에서 주력하고 있는 연구의 국제화 방향은 사업단 아젠다와 유관한 국제학술회의의 학술 논문 발표와 논문

게재, 국제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 연구의 활성화이다. 최근 2년간 국제 학술회의의 논문 발표는

정량적인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국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역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이

러한 성과가 공동 연구, 대학원생 장기 연수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 국제 논문 게재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미흡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지원 전략을 통해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1. 사업단의 비전에 맞는 국제화 계획

 1)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급) 게재 계획

 한국학의 경우 '한글로 이루어진 자료'를 주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 저명학술지에 투고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SCI(E), SSCI, A&HCI급 해외 학술저널에 투고를 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어문학의 세계화를 주요비전으로 하는 본 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여교수의 국제 저명학술

지 게재는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본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에서는 KNUAH 학술지원사업(A&HCI 논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지원), 영어논문 교정서비스 등

을 통하여 인문학 전공교수들의 해외 논문 투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단 자체에서도 ㄱ) 국제 저명학

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ㄴ)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 ㄷ)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교수들의 국제 학술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세부 전략을 통해 본 사업단이 목표로 하는 연차별 A&HCI급 학술지 게재 계획과 게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

저명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단계별 목표

   2016년~2017년: 1편

   2018년~2019년: 2편

 (국제 학술저서는 논문 2편으로 산정)

 ◇ 기타 국제학술지 게재 단계 별목표

   2016년~2017년: 2편

   2018년~2019년: 4편

 ◇ 연구결과물 발표 예정 국제 저명학술지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Quarterly ISSN:0925-8558

 SPRINGER, VAN GODEWIJCKSTRAAT 30, DORDRECHT, NETHERLANDS, 3311GZ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JOURNAL OF ASIAN STUDIES QuarterlyI SSN:0021-9118

 CAMBRIDGE UNIVPRESS, 32 AVENUE OF THE AMERICAS, NEWYORK, USA, NY, 10013-2473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Semiannual ISSN:1479-5914

 CAMBRIDGE UNIVPRESS, 32 AVENUE OF THE AMERICAS, NEWYORK, USA, NY, 10013-2473

 -ASIAN THEATRE JOURNAL Semiannual ISSN:0742-5457

 UNIVHAWAII PRESS, 2840 KOLOWALU ST, HONOLULU, USA, HI, 96822

 -ASIAN STUDIES REVIEW Quarterly ISSN:1035-7823

 ROUTLEDGE JOURNALS, TAYLOR & FRANCISLTD, 4 PARKSQUARE, MILTON PARK, ABINGDON, ENGLAND, OXFORDSHIRE, OX 144RN

 -Dialectologia ET Geolinguistica(DEG)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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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Korea Journal

 본 사업단 내에서 최근 2년간 SCI(E), SSCI, A&H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은 없으나, 국제학술지에 꾸

준히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정우락 교수가 중국 1급지인 當代韓國에 ‘近代轉換期 韓國漢文學作家的中國體驗硏究- 以滿

洲地域爲中心’(20130925), CSSCI(中文社科引文索引, ISSN 1005-6378)인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板)에 ‘韓國古代文

學的文化産業化方向’(20150331)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김덕호 교수가 방언학 분야의 저명지인 Dialectologia에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을 투고하여 2014년에 게재 확정 통보를 받아 2016년 1월에 간행될 예정

이다. 이러한 실적이 곧바로 A&HCI급의 국제 저명 학술지 게재로 이어지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동기 부여가 필요하며,

사업단 내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인센티브를 새로 마련하는 등 참여교수의 국제 학술활동을 지원하기로 한다.

 2) 국제학술대회 활동 강화 계획

 본 사업단은 사업을 시행한 이래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1차년도에

는 총 3건이 있었다. 백두현 교수와 남길임 교수가 훈민정음과 빅데이터 관련 발표를 하였다. 2차년도에는 총 8건의 발

표, 3차년도에는 2건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2차년도에는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를 2건 개최하여 문화어문학 연

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제적 연구 역량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제학술회의 활동 현황을 고려한 향후 정량

적 목표와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국제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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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국제학술지논문게재및저술활동    국제학술대회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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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9월-12월)       1                            2

 2014                 0                            8

 2015(1월-8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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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                            6

 2017                 4                            6

 2018                 4                            7

 2019                 5                            7

 2020(1월-8월)       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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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 가능 국제 학술대회

 -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uralex(유럽사전학회)

 -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lex(아시아사전학회)

 -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ASPCLC)

 - 국제역학서학회 국제학술대회

 -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onference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Asia conference

 - 朝鮮學會大會

 - 中韓飜譯學·飜譯敎育國際學術會議

 -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 SCRIPTA (훈민정음학회 국제학술대회)

  최근 2년간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총 12건으로, 이 중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충족하는 발표는 7건

으로 사업단의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단은 ㄱ)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한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및 홍보, ㄴ) 참여교수와 학생의 공동 논문

및 국제학술회의  지원 등의 전략을 통해 현재의 국제적 성과를 유지, 향상시키고, 사업단의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검

증받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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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적 연구활동 강화 계획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 교수가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과 함께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거나, 해외 세미나에 참

석하는 경우, 사업단에서 일정 경비를 지원하며,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을 파견할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연구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거 진행 및 현재 진행중인 국제 공동 연구

 o백두현

 -Kim, Sun-ju(Director,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와 19세기 중엽 평안도 의주 지역 고문서 연구 방안 논

의

 -Changzoo Song(Senior Lecturer, Korean/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uckland)와 민족건설과 표준어의 관계,

민족어 형성 등에 대한 연구

 -미국 콜럼비아 대학 동아시아문화학화 김정원 교수와 조선사 및 조선시대 필사본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대학원생 교류

논의 중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송창주 교수 방문, 향후 ‘민족주의’와 관련한 언어 자료 분석에 대한 공동 연구 예정.

 -북경대 한국어과의 교재로 활용될 ‘고급한국어-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와 문화’(북경대 출판사, 2016 출간 예정)를

북경대 교수진들과 공동으로 집필 중. 저서는 출간 이후 향후 중국 전역의 한국어과 교재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o정우락

 -姜劍雲(河北大學)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2015년 12월에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정

 -북경대 한국어과의 교재로 활용될 '고급한국어-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와 문화'(북경대 출판사, 2016 출간 예정)의 편

집위원으로 공동 집필 중. 저서는 출간 이후 향후 중국 전역의 한국어과 교재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o남길임

 -Springer에서 출판되는 International Handbook of Modern Lexis and Lexicography 집필진에 참가하여, Korean

Lexicography 저술 중. (2016년 출판 예정.)

 -Vincenza D’Urso(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와 Ca’

Foscari University 와 한국어 교재(이태리어판) 개발과 관련된 내용 논의

 o김덕호

 -田中ゆかり(日本大), 井上史雄(日本國立國語硏究所)와 한일 언어경관에 대한 연구

 -井上史雄(日本國立國語硏究所), Kim, Sun-im(日本女子大學)과 井上史雄 著 ‘經濟言語學 論考’의 한국어 번역을 위한

공동 연구 논의

 위와 같은 공동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본 사업단은 향후 참여교수들의 국제적 연구활동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

다. 현재 해외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학술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동 연구는 단계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2. 사업단의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1) 국제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 필요하면 새로운 기관과의 교류 협약을 체결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ㄱ) 현재 교류 협약 체결 중인 기관의 경우 참여 대학원생을 파견하여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 도야마대학과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대학의 경우 장단기 연수가 예정되어

있다. ㄴ) 향후 교류협약 체결 예정 기관의 경우에는 참여 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단 아젠다와 연구 관

심사를 공유하는 동시에 교류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현재 교류협약 체결 중인 기관

 -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 코스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중국 해양대학 외국어학원 한국어과

 -중국 길림대학 한국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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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교류협약 체결 예정 기관

 (미국)

 -콜롬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CLA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The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뉴욕 주립대학(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영어학과

 (영국)

 -영국 국립런던대학 아시아·아프리카학부 한일언어문화학과(SOAS Department of the Languages and Cultures of Japan

and Korea)

 (중국)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延邊大學 朝鮮韓國硏究中心)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北京大學 朝鮮文化硏究所)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復旦大學 韓國硏究中心)

 -중국해양대학 한국연구중심(中國海洋大學 韓國硏究中心)

 -하북대학 한국어언문화연구중심(河北大學 韓國語言文化硏究中心)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한국어학부(哈爾濱師範大學 韓國語學部)

 (일본)

 -규슈대학 조선사학연구실(九州大學 朝鮮史學硏究室)

 -덴리대학 국제문화학부 조선학과(天理大學 國際文化學部 朝鮮學科)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言語文化コ-ス)

 -나고야대학 언어문화부 조선·한국어학과(名古屋大學 言語文化 部朝鮮·韓國語學科)

 2) 국제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 계획

 본 사업단은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 소속 학교의 지원을 활용하고, 사업단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1) 사업단이 활용가능한 소속 학교 지원 방안

 사업단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인문학 전공 교수들의 해외 논문 투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다.

 -KNUAH 학술지원사업(A&HCI논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 지원)

 -영문논문 교정 서비스

 (2) 사업단 자체 지원 방안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의 국제 공동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석학 초청 공동세미나: 공동세미나를 통한 연구결과의 국제적 검증 (연 4회 이상)

 -국제학술대회 개최: 본 사업단이 시행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연구 검증 (연 1회 이상)

 -외국인 멘토제도 활용: 참여교수-외국인 연구자 멘토제 신설 (수시)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 지원: 참여교수가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해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

, 단기출장 지원 (연 5회 이상)

 그 결과로 최근 2년간 총 8명의 해외 저명 학자를 초청하였으며, 총 2회의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향후에도 이러한 유형의 학술교류를 확대하되,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유관한 주제로, 지역은 아시아 이외

의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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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국제 학술활동 지원 방안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들의 국제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대학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사

업단 자체에도 국제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단 내외의 인프라는 다음과같다.

 - BK21 플러스 사업단 영문 홈페이지

 - 소속학과 대학원 영문 홈페이지(참여교수 홈페이지와 연동)

 현재 학과,대학원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영문 홈페이지를 참여교수 각 연구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본 사업단의 연구 및

교육과정을 사업단/학과/연구실(교수)별 영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이로써 본 사업단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알

리고, 한국 지역어문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거점연구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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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실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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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 한국어문학의 문화론적 접근 ’ 이라는 연구 비전과 ‘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

화 ’ 라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계획과 국제 학술대회 활동 및 연구활

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왔다 . 이러한 결과로 최근 2년간 국제학술회의 논

문 발표는 총 12편으로 정량적 지표를 달성하였다 . 단 최근 2년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는 국제저명

학술지 및 국제저술활동과 기타국제학술지를 포함하여 4편으로 정량적 지표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 국제 저술활동의 원고 작성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실적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최근 2년간 국제화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단의 연구비전과 일치한 정도와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

1 .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한국학의 경우 ‘ 한글로 이루어진 자료 ’ 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 저명

학술지에 투고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 본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에서는 KNUAH 학술지원사업

( A&HCI 논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지원) , 영어논문 교정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문학 전공교수들의 해외

논문 투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본 사업단 자체에서도 ㄱ)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

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 ㄴ)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 , ㄷ)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활동을 지원해 왔다 .

이러한 지원 전략을 통해 지난 2년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적은 아래와 같다 .

연도

계획 실적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저술활동
기타국제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저술활동
기타국제학술지

2016 1 2 1 2

2017 1 2 0 1

합계 2 4 1 3

1) 기타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 참여교수 2편 , 참여대학원생 1편 , 총 3편

① K i l i m Nam , Hyun- ju Song & Jun Cho i , ‘ A morpheme-based ana l ysi s of l ex ica l bundl es i n

Korean: an i nter face between corpus-dr iven app roach and l ex icog raphy ’ , “

Lex icog raphy(Journa l of ASI ALEX)” 3/1 , 2016 .10.

② 김재석 , ‘ 土月會の東道の上演に關する硏究 ’ , “朝鮮學報” 241호 , 2017 .01.

③ 칸 앞잘 아흐메드 , ‘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 , “국제

고려학” 16호 , 2016.03 .

① K i l i m Nam , Hyun- ju Song & Jun Cho i ( 2016)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남길임이 제1저자로 , 신진연구인력 최준이 교신저자로서 저술에 참여한 논문

이 게재된 Lex icog raphy(Journa l of ASI ALEX)는 2014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되는 사전학 영역의

국제학술지이다 . 사전학은 언어 형식과 문화 맥락의 접점에 해당하며 , 그에 따라 본 사업단의 아젠다

인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을 구체화하기에 적합한 학문영역이 사전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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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영어 , 스페인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다단어단위가 편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편재성은 범언어적

특성으로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 기존 논의에서 한국어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는

일정한 길이의 연쇄를 구성하는 다단어단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 이 논문은

그러한 결론은 교착어로서의 한국어의 언어 유형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의 산물로 판단하고 ,

교착적 요소를 별도의 언어 단위로 연산함으로써 , 실제 다단어단위가 한국어에서도 유사하게 편재성

을 가짐을 증명하였다 . 한국어의 지역적․국부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언어 분석 방법론

을 통해 한국어의 보편적 언어 현상을 밝힌 논문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이는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

로 한 문화어문학의 보편적 논의를 지향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의의를

가지며 , 문화어문학 실천의 국제화 실현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

② 김재석(2017)

논문이 게재된 “조선학보”는 일본 내 몇 안 되는 한국학 학회인 ‘ 조선학회 ’ 의 학술지이며 ,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 이 논문은 토월회의 <동도>에 상연에 관한 연구로 , 토월회 제3기 공연의 해산

과 관련해서 토월회 연극 <동도>와 당시 개봉한 외화 <동도>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 식민지 조선

의 외국극 수용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이 논문은 다양한 문화적 접점을 통해 한국어문

학의 연구지평을 확산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 적용 및 국제화를 실

현하였다 .

③ 칸 앞잘 아흐메드(2016)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칸 앞잘 아흐메드가 발표한 논문으로 한반도의 근대전환기의 대표 작가

중의 하나인 이광수( 1892~1950)의 소설 <무정>(1917)과 인도 근대 영국 식미지 시대의 대표 작가 중

의 하나인 라빈드라 나트 타고르(1861~1940)의 대표 걸작인 <고라>(1910)에 나타나는 탈식민성을 분

석하고 상호 비교하는 데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 당대의 미시적 맥락 내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비교

문화론적 접근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논문으로서의 의의를 갖

는다 .

2) 국제저술활동 실적 : 참여대학원생 1편

① 칸 앞잘 아흐메드 , ‘ 한국의 <서유기>와 중국과 인도 원숭이의 상관성 연구 ’ , <한국학연구논문집

5>, 中國文化大學華岡出版部 , 2016.09 .

① 칸 앞잘 아흐메드(2017)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칸 앞잘 아흐메드가 저술한 원고가 한국학과 관련된 국제적 연구 논문집

에 실렸으며 , 해당 논문집은 단행본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 해당 원고에서 저자는 최인훈의 <서유기>

가 중국 원작의 <서유기>와 동일한 작품명과 구조를 취함에도 그 결론이 다른 점을 해명하고자 하였

다 . 이를 위해 소설의 핵심 등장인물인 최인훈의 <서유기>의 독고준과 중국 <서유기>의 손오공 , 인도

신화의 하누마나 원숭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 개별 한국 문학 작품과 참조본 소설 및 신화의 등장

인물에 대한 비교 분석 방법론을 통해 작가의 인식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 성과로서 의의를 갖

는다 .

2 . 국제학술대회 활동 및 발표 실적

최근 2년간 본 사업단 소속 참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은 2016년 7건 , 2017년 7건 등

총 14건으로 정량적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이 중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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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12건으로 사업단의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사업단의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제화할 수 있는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며 ,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검증받고 확

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

1)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연도 2015 재선정 평가 계획 최근 2년간 실적

2016 6 7

2017 6 7

합계 12 14

① Jun Cho i , Hyun- ju Song, Hae-Yun Jung, and K i l i m Nam . ‘ A methodo l ogy f or ext ract i ng

sci en t i f i c terms f or educa t i on f rom a sci ence tex tbook corpus ’ , BAAL Vocabul ary S IG 2016 ,

2016.07 .07.-2016.07 .08.

② K i l i m Nam , Suj i n Lee , Hae-Yun Jung, and Jun Cho i , ‘ The L i f e and Dea th of Neo l og i sms: On

Wha t Bas is Sha l l We I nc l ude Neo l og i sms i n the D ic t i onary? ’ , The XVI I EURALEX I nterna t i ona l

Congress , 2016.09 .05.-2016.09 .11.

③ Doo Hyeon Paek, ‘ The Val ue of Canon ica l Korean L i t erature f or Form i ng Wel l - rounded

Persona l i ty ’ ,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희망의 인문학 , 2016 .10.27 .-2016 .10.29 .

④ 김주현 , ‘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The Pub l i ca t i on of Korean Poe t ry i n

C l ass ica l Chi nese i n Modern Chi nese Newspapers and i ts S igni f i cance) ’ ,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6 .11.17 .-2016 .11.18 .

⑤ 김명주 , ‘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 Dephono l og i za t i on of the Vowel

/ · / i n Late 18th-century L i t erature) ’ ,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

학술대회 , 2016.11 .17.-2016.11 .18.

⑥ 김분청 , ‘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The L i f e and Buddh is t Poe t ry of Chunj eong , Byeon

Gye ryang) ’ ,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6.11 .17.-

2016.11 .18.

⑦ 칸앞잘아흐메드 , ‘ 최인훈의 <가면고>와 <광장>에 타나나는 타고르의 <고라>의 수용 양상 연구 ’ ,

2016 R I I KS Academy , 2016.08 .10.

⑧ 梁钊 , ‘ 異域與西域 : 燕行使對回回國的認知 ’ , 中國文學地理學會國際學術硏討會 , 2017.07 .21.-

2017.07 .23.

⑨ 郑羽洛 , ‘ 韓國洛東江及其沿岸的空間感性與文學流通 ’ , 中國文學地理學會國際學術硏討會 ,

2017.07 .21.-2017.07 .23.

⑩ Jun Cho i , Hae-Yun Jung, Hyeonah Kang and Sei yeon K im , ‘ Repo r t on the Automat i c Ext ract i on

of Korean Sci en t i f i c Phrasal Term Candi da tes, w i t h a Focus on Sci ence Tex tbook Corpus ’ ,

Corpus L ingu is t i cs I nterna t i ona l Confe rence 2017, 2017.07 .24.-2017.07 .28.

⑪ 백두현 , ‘ 월성해자목간의 이두 ’ , 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2017.10 .19.-

2017.10 .20.

⑫ 전계성 , ‘ 「무녀도」의 생성 공간 , 경주의 의미 재고-샤머니즘의 종교적 의식 통합성을 중심으

로 ’ ,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7.11 .09.-2017.11 .10.

⑬ 이민주 , ‘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 ’ ,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7.11 .09.-2017.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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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김소연 , ‘ 樂齋 徐思遠의 風流活動과 그 의미-船遊詩를 중심으로 ’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 제5회 국제학술대회 , 2018.01 .18.-

2018.01 .19.

2) 사업단 아젠다 실천으로서의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 실적

본 사업단은 사업단 비전 실천의 성과에 대한 국제화와 국제적 검증을 위해 2년간 1회의 국제학술

대회 개최를 계획하였는데 , 최근 2년간 2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량적 지표를 초과 달성

하였다 . 제3회 학술대회에서는 ‘ 언어생활과 문화 ’ 라는 주제 아래 ‘ 한국 문화 , 근대 , 미시적 관

점 ’ 등의 키워드를 관통하는 발표로 학술대회를 구성하였다 . 여기에는 한국어문학과 인접 국가의 근․
현대 문화어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발표를 포함한다 . 제4회 학술대

회에서는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 ’ 이라는 주제 아래 , 주요 연구 대상 자료

인 어문학의 국부적인 생성 공간에 주목하고 , 공간적 환경에 따른 특수성과 인류 문화의 보편성을 담

고 있는 표현 체계로서 어문학 자산을 문화론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

①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주제 : 언어생활과 문화

일시 : 2016년 11월 17일~2016년 11월 18일

발표 주제 발표자(소속기관)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 홍윤표(연세대학교)

언어존재론이 언어를 보다-언어학과 지(知)의 언어 노마 히데키(메이지가쿠인대학교)

중국 전국시대 이전 한자 체계에 대한 시라카와 시즈카의
인식과 오류

옌덩강(남통대학교)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 김주현(경북대학교)

한국어의 융합적 특질 정수현(연세대학교)

민간전승과 디지털 문화: 러시아 인터넷상의 코리아 밈 유리 파스투센코(쿠반국립대학교)

자장커와 김기덕의 영화 인물형상의 비교 연구 쩡뎬훼이(길림사범대학교)

인터넷 저속언어의 생성 분류 및 운영체제 위펑(건국대학교)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 김명주(경북대학교)

서사 전략으로서의 은유-한승원 소설 ｢폐촌｣을 중심으로 정도미(전남대학교)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 김분청(경북대학교)

②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주제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

일시 : 2017년 11월 9일~2016년 11월 10일

발표 주제 발표자(소속기관)

자바어의 대우법 체계와 단계
뜨리 마스또요 자띠 꺼수마(가자마
다대학교)

북경대 소장 한국본 고문헌의 자료적 가치 금지아(북경대학교)

영남루문단의 형성과 전개양상 정석태(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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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지역 한인 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그 의미 방동수(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한국어문학의 생성 공간-한국의 지리지와 지명을 중심으
로

박병철(서원대학교)

근현대 대구지역 출판매체의 변모와 장정 박용찬(경북대학교)

「무녀도」의 생성 공간, 경주의 의미 재고-샤머니즘의 종
교적 의식 통합성을 중심으로

전계성(경북대학교)

근대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 홍기돈(가톨릭대학교)

일본 근대문학에 나타난 순사(巡査) 표상 연구 토미츠카 마사키(도쿠시마대학교)

전남 방언 이중모음 ‘ㅢ ’ 의 특수성-해남 순천 지역을 중
심으로

김다솔(전남대학교)

반구대 한시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엄형섭(부산대학교)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 이민주(경북대학교)

3 . 국제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의 국제 공동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 그 결과로 최근 2년간 총 4명의 해외 저명 학자를 초청하였으며 , 총 2회의 사업

단 주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 해외석학 초청 공동 세미나 : 초청 특강 및 공동세미나를 통한 국제적 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결과의

국제적 검증

- 국제학술대회 개최 : 본 사업단이 시행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연구 검증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 지원 :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이 해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

기 위한 세미나

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단에서 수행해 온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해외학자 초청 강연( 4건)

① 이노우에 후미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 ‘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 , 2016 .06.23 .

② 김호웅(중국 연변대학교) , ‘ 중국조선족문학의 거장 김학철- 김학철 연구의 시각과 방법 ’ ,

2017.06 .23.

③ 와다 토모미(일본 토야마대학교) , ‘ 문화어문학 연구에서 참조본 비교 방법론의 활용 방안 제안 ’ ,

2017.09 .18.

④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학교) , ‘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역사관 ’ , 2017.09 .25.

◇ 최근 2년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 2건)

- 제3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언어생활과 문화( Language, L i f e

and Cul tu re) ’ , 2016년 11월 17일~18일 ,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 발표 12건 , 4개국(한국 ,

일본 , 러시아 , 중국) 참가 , 외국 소속 학자 4인 .

- 제3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언어와 문화의 생성 공간 , 그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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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편성(The Space of Language and L i t erary C rea t i on: Par t i cu l a r i ty and Uni ve rsa l i t y) ’ ,

2017년 11월 9일~10일 ,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 발표 12건 , 5개국(한국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미국) 참가 , 외국 소속 학자 4인

◇ 최근 2년간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지원 실적( 4회)

-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과 공동세미나 ‘ 하바롭스크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 개최 ,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2016년 8월 12일 .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교 한국어학과와 공동세미나 ‘ 한국 어문학의 실용화․국제화 방안 ’ 개최 ,

카포스카리대학교 , 2017년 1월 23일~2월 2일 .

-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학과와 공동세미나 ‘ 문자학 및 언어와 문화 ’ 개최 , 아인샴스대학교 ,

2018년 1월 4일~5일 .

- 중국 영파대학교 인문 및 전매학원과 공동세미나 ‘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 개최 , 영파대학교 ,

2018년 1월 18일 .

4 . 사업단 국제화의 우수성

본 사업단은 ‘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 라는 연구비전을 설정하고 , 문화어문학 연구 성과의 세

계화를 위한 국제화 전략 및 계획을 세워 연구를 진행해 왔다 . 사업단의 국제화 전략 및 계획과 실적

이 사업단의 연구비전과 일치한 정도와 우수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역성을 속성으로 하는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본 사업단이 설정한 연구 비전 중 하나는 ‘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를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

화 ’ 이다 . 이러한 연구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 사업단은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를 설정하고

운영하였다 . 제3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 언어생활과 문화 ’ , 제4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 언

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 ’ 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2차례 개최하였다 . 두 대회

모두 국부적 대상 자료 및 공간 , 거시적 관점에 대비되는 미시적 분석 방법론의 적용 등을 통한 연구

성과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부적 한국어문학 자산의 보편적 접근

<제3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 i f e and Cul tu re)

- 일시 : 2016년 11월 17일(목)~18일(금)

- 장소 :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 발표 : 총 12개 발표 , 중국 , 러시아 , 일본 , 한국 등 4개국 참여 , 외국 소속 학자 4명

<제4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The Space of Language and L i t erary

C rea t i on: Par t i cu l a r i ty and Uni ve rsa l i t y)

- 일시 : 2017년 11월 9일(목) ~10일(금)

- 장소 :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 발표 : 총 12개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미국 , 한국 등 5개국 참여 , 외국 소속 학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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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학술대회에서는 ‘ 언어생활과 문화 ’ 라는 주제 아래 ‘ 한국 문화 , 근대 , 미시적 관점 ’ 등의

키워드를 관통하는 발표를 통해 한국어문학과 인접 국가의 근․현대 문화어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

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발표를 포함한다 . 이 학술대회에서는 본 사업단의 김주현 교수가 ‘ The

Pub l i ca t i on of Korean Poe t ry i n C l ass ica l Chi nese i n Modern Chi nese Newspapers and i ts

S igni f i cance(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 ’ 라는 발표를 하였다 .

제4회 학술대회에서는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 ’ 이라는 주제 아래 , 주요 연

구 대상 자료인 어문학의 국부적인 생성 공간에 주목하였다 . 공간적 환경에 따른 특수성과 인류 문화

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표현 체계로서 어문학 자산을 문화론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며 , 이

를 통해 특수한 우리나라의 어문학 자산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 범언어적 어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이 학술대회에서는 김덕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

2)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화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대학의 연구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

이런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성과를 내었다 .

특히 이상규 교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마크 피터슨 교수(미국 브리검영대학교)와의 지속적인 교

류를 통해 마크 피터슨 교수를 본 사업단 소속 학과에 두 차례 초청하여 특강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 이러한 교류의 결과로 이상규 교수는 2018년 1월 15일 미국 브리검영대학교로 초청받아 ‘

D ia l ecto l ogy and L ingu is t i c Maps(방언학과 언어 지도) ’ , ‘ Map Maker : The P ract i ca l Mak ing of

D ia l ecta l Maps(지도 작성기 : 방언 지도 작성의 실제) ’ 등의 주제로 2차례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 본

사업단의 비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한국 지역 언어 자산의 연구 분석 방법론의 세계화와 관련된 연

구 내용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해외 대학의 언어학 전공자들과 교류를 실천하였다 .

또한 남길임 교수는 유럽권역에서 개최되는 EURALEX(유럽사전학회) , BAAL(영국응용언어학회) ,

CLI C(국제말뭉치언어학회) 등의 유수의 학회에서 한국어 DB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함으

로써 런던대학교 , 버밍엄대학교 , 랭커스터대학교 등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한국학 및 언어학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다 . 이와 같은 연구 성과 공유와 학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2017년 7월부터 1년

간 영국 런던 SOAS 대학 ‘ 한국학센터 ’ 방문 교수로 초청을 받아 ‘ Sea rch i ng the Sou l of the

Korean Language through the Lens of Corpus L ingu is t i cs : The Const ruc t i on of Korean Emo t i on

Vocabul ary Database(말뭉치 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감성 연구 : 한국어 감정 어휘 DB의 구축) ’ 라

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3) 국제화 계획 달성의 우수성

2015년 재선정 평가 신청서에 명시한 국제 활동 중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계획과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도 2015년 신청서 계획 최근 2년 실적

2016 6 7

2017 6 7

합계 12 14

2015년 재선정 평가 시 연간 6건으로 상향 조정한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계획하였고 , 실제로는

계획한 목표를 넘어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모두 14건으로 집계되었다 .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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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함으로써 한국어문학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이와 같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 ‘ 한국문화

어문학의 세계화 ’ 라는 사업단의 연구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

4)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 연계 연구 활동의 성과

최근 2년간 본 사업단 참여인력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저자 구성을 살펴보면 ,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이 연계된 연구 활동의 산출물로서 그 의의가 있는 성과물의 수가 늘어났음

을 알 수 있다 . 아래 3편의 논문은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의 연계 연구 활동의 성과물

혹은 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의 연계 연구 활동의 성과물로서 성격을 가지며 , 2017년부터는 박사과

정의 참여대학원생뿐 아니라 석사과정의 참여대학원생들(강현아 , 김세연)이 함께 국제적인 연구 성과

물 산출에 참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

- Jun Cho i , Hyun- ju Song, Hae-Yun Jung, and K i l i m Nam . ‘ A methodo l ogy f or ext ract i ng

sci en t i f i c terms f or educa t i on f rom a sci ence tex tbook corpus ’ , BAAL Vocabul ary S IG 2016,

2016 .07.07 .-2016 .07.08 .

- K i l i m Nam , Suj i n Lee , Hae-Yun Jung, and Jun Cho i , ‘ The L i f e and Dea th of Neo l og i sms: On Wha t

Bas is Sha l l We I nc l ude Neo l og i sms i n the D ic t i onary? ’ , The XVI I EURALEX I nterna t i ona l

Congress , 2016 .09.05 .-2016 .09.11 .

- Jun Cho i , Hae-Yun Jung, Hyeonah Kang and Sei yeon K im , ‘ Repo r t on the Automat i c Ext ract i on of

Korean Sci en t i f i c Phrasal Term Candi da tes, w i t h a Focus on Sci ence Tex tbook Corpus ’ ,

Corpus L ingu is t i cs I nterna t i ona l Confe rence 2017 , 2017 .07.24 .-2017 .07.28 .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및 전공집담회 등을 통해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의 A to

Z를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함에 따라 이러한 최근 2년간의 양적․질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실제로 2018년 7월에 개최되는 EURALEX(유럽사전학회)에도 본 사업단 참여인력의 연계 연

구 활동으로 산출한 3팀(참여교수․석/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 1팀 , 신진연구인력․박사과정 참여대학원

생 1팀 ,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 1팀)의 성과물의 발표가 확정되어 있다 . 이는 본 사업단이 역점을 두

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의 결과이며 , 참여인력 상호 간의 체계적인 연계 활동

의 결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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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8.2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최근 2년)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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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이 주력해 온 연구의 국제화 방향은 사업단 아젠다와 유관한 국제학술회의의 논문 발표와 논

문 게재 , 국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연구의 활성화이다 . 최근 2년간 국제 학술회

의의 논문 발표는 정량적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 국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역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 그 결과로서 공동세미나 개최 , 공동 기획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방문

교수로의 초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특히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2회 개최함으로써 문

화어문학의 연구 현황을 검증받고 , 그 성과를 관련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

였다 . 사업단의 국제 학술 활동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 참여교수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최근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① 김재석 , ‘ 土月會の東道の上演に關する硏究 ’ , “朝鮮學報” 241호 , 2017.01 .

② K i l i m Nam , Hyun- ju Song & Jun Cho i , ‘ A morpheme-based ana l ysi s of l ex ica l bundl es i n

Korean: an i nter face between corpus-dr iven app roach and l ex icog raphy ’ , “

Lex icog raphy(Journa l of ASI ALEX)” 3/1 , 2016 .10.

본 사업단의 김재석 교수는 한국학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일본 내의 국제학술지에 식민지 조선의

외국극 수용에 대한 연구 방법론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였다 . 남길임 교수는 아시아사전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한국어의 언어유형론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언어 분석 방법론을 도

입하여 한국어의 보편적 언어 현상을 밝히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

2 .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활동 실적

1)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6건

◦ 백두현

- ‘ The Val ue of Canon ica l Korean L i t erature f or Form i ng Wel l - rounded Persona l i ty ’ , 제4회 세

계인문학포럼 희망의 인문학 , 2016.10 .27.-2016.10 .29. , 한국 .

- ‘ 월성해자목간의 이두 ’ , 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2017 .10.19 .-2017 .10.20 . , 한

국 .

◦ 남길임

- ‘ A methodo l ogy f or ext ract i ng sci en t i f i c terms f or educa t i on f rom a sci ence tex tbook

corpus ’ , BAAL Vocabul ary S IG 2016, 2016.07 .07.-2016.07 .08. , 영국 .

- ‘ The L i f e and Dea th of Neo l og i sms: On Wha t Bas is Sha l l We I nc l ude Neo l og i sms i n the

D ic t i onary? ’ , The XVI I EURALEX I nterna t i ona l Congress , 2016.09 .05.-2016.09 .11. , 조지아 .

◦ 정우락

- ‘ 韓國洛東江及其沿岸的空間感性與文學流通 ’ , 中國文學地理學會國際學術硏討會 , 2017.07 .21.-

2017.07 .23. , 중국 .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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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The Pub l i ca t i on of Korean Poe t ry i n C l ass ica l

Chi nese i n Modern Chi nese Newspapers and i ts S igni f i cance) ’ ,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2016.11 .17.-2016.11 .18. , 한국 .

2) 국제학술대회 좌장 및 기조발표 실적

- 좌장 1건 , 기조발표 1건

◇ 좌장

◦ 김덕호

- 제4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

성과 보편성(The Space of Language and L i t erary C rea t i on: Par t i cu l a r i ty and Uni ve rsa l i t y) ’ ,

2017.11 .09.

◇ 기조발표

◦ 정우락

- ‘ 韓國洛東江及其沿岸的空間感性與文學流通 ’ , 中國文學地理學會國際學術硏討會 , 2017.07 .21.-

2017.07 .23. , 중국 .

3) 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

-국제학술대회 개최 2건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사업단 자체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2회 개최하였다 . 학술회의

주제는 각각 ‘ 언어생활과 문화 ’ ,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 ’ 으로 두 대회 모

두 문화적 맥락과 어문학의 접목을 모색한 대회이다 . 참여교수 , 참여대학원생의 발표와 , 일본 , 러시아 ,

인도네시아 , 중국 , 미국 등의 해외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

◦ 백두현

- 제3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언어생활과 문화( Language, L i f e

and Cul tu re) ’ ,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 2016 .11.17 .~2016 .11.18 . , 한국 .

- 제4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

성과 보편성( The Space of Language and L i t erary C rea t i on: Par t i cu l a r i ty and Uni ve rsa l i t y) ’ , 영

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 2017 .11.09 .~2017 .11.10 . , 한국 .

3 . 국제학회 관련 활동

- 국제학회 임원 활동 1건

◦ 김주현

- 학회명 : 한중인문학회

- 직위 : 한중인문학회 제11기 지역 부회장

- 위촉기간 : 2018.01 .01.~2019.12 .31.

- 위촉일시 : 2018.01 .20.

4 . 해외 대학 및 기관 초청 강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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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대학 및 기관 초청 강연 4건

◦ 이상규

- 韓國의 女眞語 文字 資料에 對하여 , 중국 사회과학원 , 2016 .08.09 . , 중국 .

- 한글 및 한국어 세계화와 우리 문화로서의 진흥전략 , 몽골 울란바타르 세종학당 , 2017 .11.10 . , 몽

골 .

- D ia l ecto l ogy and L ingu is t i c Maps(방언학과 언어 지도) , 브리검영대학교 근동아시아학과 ,

2018.01 .15. , 미국 .

- Map Maker : t he P ract i ca l Mak ing of D ia l ecta l Maps(지도 작성기 : 방언 지도 작성의 실제) , 브리

검영대학교 근동아시아학과 , 2018 .1 .15.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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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②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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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 공동 연

구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이를 위해 해외 기관의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고 , 해외 기관 방문

연구와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예비 활동을 진행해 왔다 . 특히 해외 학자 초청

및 상호 방문 등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 이메일 서신 교류 등을 통해 공동 연구 기획과 같은

유관 기관 연구자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외 기관 방문 연구 ,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실적과 기타 국제 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

1 . 해외 기관 방문 연구

본 사업단의 남길임 교수는 유럽권역에서 개최되는 EURALEX(유럽사전학회) , BAAL(영국응용언어학회) ,

CLI C(국제말뭉치언어학회) 등의 유수의 학회에서 한국어 DB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발표․공유함으로써 런

던대학교 , 버밍엄대학교 , 랭커스터대학교 등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한국학 및 언어학자들과 지속적으

로 교류하여 왔다 . 이와 같은 교류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영국 런던 SOAS 대학 한국학 센터의

방문 교수로 초청을 받아 본 사업단의 비전과 관련된 ‘ 문화적 맥락의 의미로서 한국어의 감정 및 감성

어휘 DB 구축 ’ 과 관련된 주제로 1년간 방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남길임

- 방문 연구 기관 : 영국 런던 SOAS 대학 한국학센터

- 방문 연구 자격 : 방문 교수

- 방문 초청 기간 : 2017년 7월~2018년 6월

- 방문 연구 주제 : Sea rch i ng the Sou l of the Korean Language through the Lens of Corpus

L ingu is t i cs : The Const ruc t i on of Korean Emo t i on Vocabul ary Database(말뭉치 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감성 연구 : 한국어 감정 어휘 DB의 구축)

2 .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예비 활동

본 사업단은 사업단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 특히 참여대학원생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외 학자 초청

및 상호 방문 , 이메일 서신 교류 등을 통해 유관 기관 연구자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예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 백두현

- 북경대 한국어과 교재로 활용될 ‘ 고급한국어 ’ (북경대 출판사 , 2017년 4월 출판)에 수록할 원고

협의 및 최종 수록 .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중국 전역의 한국어과 교재로 채택될 예정

- T r i Mas toyo Jat i Kesuma 교수(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와 학술 연구 교류의 지속 방법에 대한

논의 : 현재 본 사업단의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단기 연수 및 공동 세미나 1회 , T r i Mas toyo Jat i

Kesuma 교수의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방문 1회

◦ 정우락

- 북경대 한국어과 교재로 활용될 ‘ 고급한국어 ’ (북경대 출판사 , 2017년 4월 출판)에 수록할 원고

협의 및 최종 수록 .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중국 전역의 한국어과 교재로 채택될 예정

- 하북대 문학원 姜劍雲 교수와 '조선시대 연행록과 문화산업의 연계성 ' 검토 , 공동연구 기획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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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파대학 문학원 薛顯超 교수와 절동지역과 영남지역의 학술교류 방안 모색

◦ 남길임

- Spr inge r에서 출판되는 I n terna t i ona l Handbook of Modern Lex is and Lex icog raphy 집필진에 참가

하여 , Korean Lex icog raphy 원고 작성 및 제출 (출간일 미정)

- 영국 런던 SOAS 대학 한국학 센터의 방문 교수로 초청 받아 , ‘ 문화적 맥락의 의미로서 한국어의

감정 및 감성 어휘 DB 구축 ‘ 과 관련된 주제로 2017년 7월부터 1년간 방문 연구 수행 및 한국학 센터

와의 공동 연구 진행 논의

- 2017 ESRC Fes t i va l of Soc ia l Sci ence에 참석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말뭉치언어학 연구 동향

파악 및 언어학과 사회과학 협업 연구의 모델 분석

- 7 th European Assoc ia t i on f or Korean Language Educa t i on (EAKLE confe rence)에 참석하여 유럽권

역의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 동향 파악 및 유럽 내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연구자와 학술 교류 논의

3 . 국제 연구 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

본 사업단은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 및 학술 교

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 왔다 .

◦ 백두현

- V incenza D ’ U rso 교수(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교 ,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학과)와 대학원생 상호

교류와 관련된 내용 논의 , 2017년 1월 22일 , 카포스카리대학교 .

- T r i Mas toyo Jat i Kesuma 교수(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와 대학원생 학술 교류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 논의 , 2017년 11월 9일 , 경북대학교 .

- 베트남 한놈연구소를 방문하여 응웬꾸앙 소장(베트남 한놈연구소)과 BK사업단과의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및 제5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국제학술대회 발표 제안 , 2018년 2월 6일 , 하노

이 한놈연구소 .

◦ 정우락

- 중국 보정시 국제등불축제 , 해외 자문위원(張影 선생에게 축사 및 영상메시지 전달)

◦ 남길임

- 영국 런던 SOAS 대학 한국학센터 방문 기간 중 한국학센터와 본 사업단 간의 학술 교류 및 장기 연

수 파견에 대한 논의 , 2017년 9월 , 런던 SOAS 대학교 .

4 .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교수가 세미나를 개최하였거나 세미나를 지원한 실

적은 다음과 같다 .

◦ 백두현

-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합동 세미나 개최 , 백두현 , 참여대학원생 3인 발표 , 하바롭스크 한

국교육원 , 2016년 8월 12일 .

-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학과와 공동세미나 ‘ 문자학 및 언어와 문화 ’ 개최 , 백두현 , 아인샴

스대학교 , 2018년 1월 4일~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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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교 아시아 및 아프리카학과와 공동 세미나 ‘ 한국 어문학의 실용화와 국제

화 ’ 개최 , 백두현 외 참여교수 1인 발표 , 카포스카리대학교 , 2017년 1월 23일~2월 2일 .

◦ 정우락

- 중국 영파대학교 인문 및 전매학원과 공동 세미나 ‘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 개최 , 정우락 , 참

여대학원생 2인 발표 , 영파대학교 , 2018년 1월 18일 .

- 중국 광주대학교 曾大興 교수 , 중국 하북대학교 姜劍雲 교수와 공동세미나 ‘ 한중 학술 교류의 방

법론적 모색 ’ 개최 , 정우락 , 경북대학교 , 2017년 11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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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교수 연구역량

9.1 연구비 (최근 2년)

<표 12> 최근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단위: 천원)

항 목

수주액(천원)

'16.3.1∼'17.2.28 '17.3.1∼'18.2.28 전체기간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423,371 382,599 805,970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0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0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53,761 48,584 102,345

환산 참여교수 수 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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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논문의 우수성 (최근 2년)

가.참여교수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기타 국제학술지 환산 논문 편수

<표 13> 참여교수 1인당 논문 환산편수 실적

구 분

최근 2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16 17.4 0 33.4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4 1 0 1.4

총 논문 환산편수 16.4 18.4 0 34.8

1인당 논문 환산편수 4.419

환산 참여교수 수 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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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 사업단 참여교수 대표논문 우수성

<표 14> 사업단 참여교수 대표 논문실적 목록

연번
논문명/
저서명

게재정보 저자 중
참여교수

성명

주저자
구분

객관적 우수성
게재학술지명

연월
(YYYYMM)

1

병와 이형상
의 <추록언
문반절설>

분석

국학연구론총 201606 이상규 주저자

영남 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
구라는 점에서 사업단 아젠다와

의 관련성 확보
KCI 피인용 1

2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
강학파의 문

학적 대응

퇴계학과 유교문
화

201608 정우락 주저자

영남 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
구라는 점에서 사업단 아젠다와

의 연관성 확보
KCI 피인용 2

3

삼.일극장의
<빈민가> 공
연과 유치진
의 도쿄 구상

국어국문학 201609 김재석 주저자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 게재
KCI 피인용 3

4

상해 독립신
문에 실린 이
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

미

국어국문학 201609 김주현 주저자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 게재

5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
안 연구 1: 지
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

심으로

사회언어학회 201703 김덕호 주저자

한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라는
사업단의 아젠다와 연관성 확보

2017년 경북대 복현 학술 연구비
수혜 논문

6

전통 음식조
리서에 나타
난 한국어 음
식맛 표현의

연구

국어사연구 201704 백두현 주저자
율촌재단 연구비 수혜 논문

한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라는
사업단 아젠다와의 연관성 확보

7

조선시대 설
인귀 서사의
대중화 양상
과 그 시대의

식

동양고전연구 201706 서혜은 주저자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
적 접근이라는 사업단 아젠다와

부합
2017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자 사업 수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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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어 부정
구문 연구를
위한 말뭉치
언어학적 접

근

한국어 의미학 201706 남길임 주저자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사업
성과 논문

한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라는
사업단 아젠다와의 연관성 확보

KCI 피인용 1

9

德山洞府의
문화지리적

상상력 - ｢神
明舍圖｣와
‘덕산 문화
’의 상관성

남명학연구 201709 정우락 주저자

한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에 기
여할 수 있는 논문이기에 사업단

아젠다와의 연관성 확보
KCI 피인용 1

10

아리랑 세계
화 담론에 대
한 비판적 고

찰

한국민요학 201712 최은숙 주저자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라는
사업단 아젠다와 부합

2017년 경북대 학술 연구비 수혜
논문

11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
설의 중국 번
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201712 김주현 주저자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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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이상규

1) 이상규 , ‘ 병와 이형상의 <추록언문반절설> 분석 ’ , “국학연구론총” 17, 2016.06.

이 논문은 조선 후기의 경세 유학자의 한 사람인 병와 이형상의 <추록언문반절설>을 분석한 것이다 . 병와

이형상은 경주 부윤을 역임한 후 영천에 호연정(浩然亭)을 짓고 30년을 우거하면서 후학 양성에 매진한 영남

지역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명이다 . 숙종42(1716)년에 쓴 필사본 <갱영록> 9권 가운데 권2 <자학제강>에 실

린 <추록언문반절설>을 중심으로 한글 명칭 , 한글 초성 글자의 명칭, 자모 배열 , 자모의 기원설, 오음과 오

성의 기원과 편제에 대한 여러 가지학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자학제강>이라는

책의 편찬년대에 대한 새로운 고증과 함께 역시 이형상이 쓴 <악학편고>에 나타난 성운을 나타내는 종도의

칠음과 횡도의 사성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또한 이 논문

은 현재 KCI 피인용 1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이 논문의 학술적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참여교수 백두현

1) 백두현 , ‘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 ’ , “국어사연구” 24, 국어사학회,

2017.04.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한글 음식조리서를 중심으로 미각어와 맛 표현의 다양한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 한

글 음식조리서에서는 복합 감각어 맛 표현으로 미각을 다른 감각과 결합하는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논

의하였다 . 아울러 20세기 현대한국어에 와서 미각어가 더욱 풍부하게 발달한 것은 식품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변화, 한국어를 통한 문학 작품의 증가 및 외국 문학작품의 번역, 20세기 한국인이 겪은

고난의 사회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임을 밝혔다 . 이 논문은 문화어문학 해석을 시도하였

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잘 부합하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 또한 이 논문은 율촌재단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서 사업단의 연구 방향인 한국어문학의 실용화에 기여하였다 .

3. 참여교수 김재석

1) 김재석 , ‘ 삼 .일극장의 <빈민가> 공연과 유치진의 도쿄 구상 ’ , “국어국문학” 176, 2016.09.

이 논문은 삼.일극장의 <빈민가>(1934.5) 공연을 통하여 , 유치진의 ‘ 도쿄 구상 ’ 을 살펴보려는 연구 목적

을 가지고 있다 . 유치진은 외국극 공연을 주로 하는 극예술연구회에 실망하여 도쿄로 갔으며 , 삼.일극장을

통해 창작극의 공연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유치진의 도쿄 구상은 창작극 공연의 기회를 확

대하는 창작 방법 정립, 그리고 외국극 공연의 조선적 해석 촉구의 의미를 가지며 , 극예술연구회의 2기 활동

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사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인 "국어국문학"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사업단의 대표 성과라 할 수 있다.

4. 참여교수 김주현

1) 김주현 , ‘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 , “국어국문학” 176 , 국어국문학

회 , 20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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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논설들 가운데 이광수가 쓴 논설만을 발굴 보고한 것이다 . 이는 그 동안

이광수가 쓴 것으로 알려진 논설들 가운데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밝혀내고 , 아울러 그가 독립신문 재임 기간

쓴 논설들을 찾아내어 논의한 것이다. 이 논문은 무엇보다 한국연구재단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술지인 “국

어국문학”에 실렸으며 , 또한 이 논문은 자료의 세밀한 조사, 꼼꼼한 검토를 통해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

광수의 논설을 전면적으로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사업단의 대표 성과라 할 수 있다.

2) 김주현 , ‘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 , “국어국문학” 181, 국어국문학회,

2017.12.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중국에 번역된 우리 소설들을 실증적으로 찾아내어 분석한 글이다 . 이 논문은 현재

까지 한국에 번역된 외국 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아닌, 외국에 번역된 한국 문학 텍스트 연구로서 큰 의

미를 갖는다 . 특히 일제 강점기 중국에 번역된 한국 근대소설의 현황과 의미를 고찰한 이 논문은 그 시도와

성과만으로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섭렵할 뿐 아니라 , 그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

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향후 한국문학 연구의 범주와 시야가 크게 확장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 또한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사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인 "국어국

문학"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사업단의 대표 성과라 할 수 있다 .

5. 참여교수 정우락

1) 정우락 , ‘ 德山洞府의 문화지리적 상상력 - <神明舍圖>와 ‘ 덕산 문화 ’ 의 상관성 ‘ , “남명학 연구” 55,

남명학연구소 , 2017.09.

이 논문은 德山洞府를 문화지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 남명 조식이 산천재에 게시했던 <신명사도>와 덕산

동부가 일정한 함수관계에 놓인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신명사도>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덕산이라는 공간을

문화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 이를 통해 ‘ 덕산 문화 ’ 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 아울러 이 논문은 KCI 피인용지수 1에 해당할 정도로 관련 학계에 어

느 정도 학술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이 논문이 우리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제언이라는 점

에서 한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를 추구하는 본 사업단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2) 정우락 , ‘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 ’ , “퇴계학과유교문화” 59, 경북대학교 퇴계 연

구소 , 2016.08.

이 논문은 임진왜란 때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한강학파가 임진왜란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서술하고 형상화

하였는지를 주목했다 . 문학 작품을 통해 한강학파의 문인들이 임진왜란 속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 임

진왜란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을 문화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 현재 이 논

문은 KCI 피인용지수 2에 해당할 정도로 관련 학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 지역 어문학 자산을 통해 당

대 지역 문화를 구명했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

은 본 사업단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

6. 참여교수 남길임

1) 남길임 , ‘ 한국어 부정 구문 연구를 위한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 ’ , “한국어의미학” 56권,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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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부정의 범주를 실제 언어문화 생활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 말뭉치에 나타나는 부정소와 어휘

부정의 대표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의 범주를 고찰할 때, 학교 문법에서의 부정의 범주

는 균등하게 실현되지 않고 , 균질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 사용역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변이를 보일

것임에 분명하다 . 특히 이 논문에서 절 단위를 대상으로 부정 표현과 빈도와 분포를 문어, 구어 , 상품평 속

에서 살펴봄으로써 언중들의 언어문화 속에 나타나는 긍정 대 부정의 기능 부담량을 밝혔다 . 또한 언어문화

생활 속에서의 부정 범주와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 전반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가치가 매우 큰 논문이다 . 또한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사업의

성과 논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우수성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사업단의 대

표 성과라 할 수 있다 .

7. 참여교수 김덕호

1) 김덕호(2017) , ‘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안 연구-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 “사

회언어학” 제25권 1호, 2017.03.

이 논문은 언어 외적인 조건에 의한 분석, 실재시간 분석, 전파 속도의 계측 방법, 방언주권론 분석, 인접

분포의 원칙과 주변 분포의 원칙 , S자-곡선 이론 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언어 자체의 구조적 분석

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연구이다 . 그리고 이 논문은 방언학 분야의 연구 지평

을 확장하고 , 국가기관 등의 조사 및 연구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방언학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라는 사업단의 연구 방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 이 논문은

2017년 경북대 복현 학술 연구비 수혜 논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우수성 또한 확보하고 있기에, 본 사업단의

대표 성과라 할 수 있다 .

8. 참여교수 서혜은

1) 서혜은 , ‘ 조선시대 설인귀 서사의 대중화 양상과 그 시대의식 ’ , “동양고전연구” , 2017.06.

이 논문은 조선 시대에 유통되었던 설인귀 서사의 대중화 양상과 시대의식을 고찰한 연구로서 당대의 다양

한 시대적 맥락에서 설인귀 서사를 분석하였다 . 여.당 전쟁 당시 활약했던 실존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조선

시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고구려사에 대한 재인식 , 즉 고토 회복 담론을 기반으로 하며,

이후 다양한 역사적 인물과의 후속서사가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성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 이 논문

의 핵심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수혜 논문이며 , 다양한 문화사회적 맥락

에서 어문학 텍스트를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

9. 참여교수 최은숙

1) 최은숙 , ‘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한국민요학” 51, 한국민요학회, 2017.12.

이 논문은 아리랑 자체의 양식적 특질과 역사적 형성과정 ,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의

국제관계 , 당시 국악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찰함으로써 아리랑 관련 담론이 세계화와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명하였다 . 그리고 세계화를 겨냥한 보편성과 지역브랜드라는 특수성의 두 축으로

아리랑에 대한 담론이 전개되었음을 밝히고 , 그에 따라 나타난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현

재 아리랑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가 불분명한 세계화 담론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를 마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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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큰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은 2017년 경북대 학술 연구비 수혜 논문

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우수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본 사업단의 대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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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계획)

 최근 2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국내·외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논문 게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

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실적은 2013년 사업 시작 당시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본 사업단은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국제저명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 국내 우수등재학술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및 지원 방안

1) 학술 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 지원

 최근 2년간의 사업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국내 학술 대회의 참석과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위해 학술 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를 지원한 바 있다.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회원으로 학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석

하여 발표와 토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학술 대회 참석 여비를 지원하고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2) 논문 게재를 위한 학술 활동 계획

(1) 정기적 전공별 집담회 개최

 대학원생들의 전공은 대체로 고전문학·현대문학·국어학으로 나뉘며 세부 전공도 다양하다. 이에 본 사업단에서는 세

전공의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들이 모여 각자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검증받는 전공집담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월 1회 개최되는 전공별 집담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연구재단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사업에서도 참여교수·신진인력·대학원생들이 적

극 참여하는 전공별 집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바람직한 연구 윤리를 익히고 수준 높은 연구 풍토를 조성하여 논문

의 질과 함께 연구의 의욕과 효율을 높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실적을 높일 계획이다.

(2) 연구 논문 계획서 공모전 개최

 대학원생들의 연구 실적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연구 논문 계획서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하고자 한다.

-공모 시기: 매해 4월

-제출 자격: 해당 학기 참여대학원생

-심사: 제출한 연구 논문 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주제 및 연구목적의 창의성(30점),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대효과(10점), 연구 방법의 적절성(30점),

연구 추진계획의 구체성(30점)

-시상: 석사과정 3편, 박사과정 3편, 총 6편

-상장과 상금(20만 원) 수여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이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전 논제를 선정하고 연구 내용을 구체화하여

완성된 논문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논문을

산출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 우수 학술 논문상 시행

 본 사업단의 소속 학과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소속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우수 학술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우수 학술 논문상》은 1년 동안(전 해1월-12월) 대학원생이 학

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전공교수들이 심사하여 우수한 논문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우

수 학술 논문상》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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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논문: 전해1월-12월에 대학원생이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

-제출 자격: 해당 연도 참여대학원생

-심사: 제출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위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주제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30점), 기존 성과 활용 및 학계에의 기여도(30점), 개념의 적절성 및 서

술의 논리성(30점), 논문의 완성도(10점)

-시상: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각 전공별 1건 선정

-상장과 상금(30만 원) 수여

《우수 학술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전공별 학술대회 및 전공 집담회에서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대학원

생들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여 연구 실적을 높이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2.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및 지원 방안

  1) 국제학술대회 참석 경비 및 논문 게재료 지원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단순 참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원한다.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 항공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료 지원, 100만 원 초과하지 않을 경

우 항공료와 체재비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국제 학술대회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 항공료 지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1인 항공료의 1/n을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참가할 수 있거나 참가를 계획하고 있는 국제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

다.

◇ 참여 가능 국제학술대회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ASPCL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朝鮮學會大會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uralex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lex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본 사업단에서는 국제학술대회의 참석률과 연구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을

장려하고 국제학술대회 참석 경비와 국제저명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외국어 논문 번역 지원과 교정 지원

 본 사업단이 속한 대학에서는 영어 글쓰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

를 통해 예약을 하면 개별 상담 및 일대일 예약 지도가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영어 글쓰기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그리

고 본 사업단이 속한 대학에서는 2016년부터 영어논문 쓰기 지원 센터(IWC)를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여갈 계획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어 논문 번역과 교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게 홍보하여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어뿐

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하여 여타의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도 논문 번역과 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3)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대학원생들의 해외 연수는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마련하는 발판이자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을 게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에 의거해 대학원생들

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자 한다.

-해외 연수자 선발 : 해외 연수 신청서, 성적증명서, 연수계획서, 공인 어학 성적을 심사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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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자 선발 기준: 성적(20점), 연수 계획서(40점), 전공 및 연구 분야와의 적합성(20점), 연수 결과의 파급력

(20점)

-해외 연수자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학원생들은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문화어문학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에서도

대학원생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사업단이현재 대학원생을파견할 계획이 있거나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

는 해외의 연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사업단과의 참여대학원생 해외 연수 협의 진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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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콜럼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 본 사업단에서는 2016년에 콜럼비아대학 아시아문화학과로 참여대학원생 장기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연수 학생은 연수

기관의 김정원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연수기관 소장 조선시대 필사본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 및 연수를 진행할 예정

이다.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Buffalo Stat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본 사업단에서는 2015년에 본교에 방문한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 영어학과 교수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상호 교

류할 것을 약속하고 MOU 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

-산동대학교 한국어대학(山東大學 韓國學院)

: 본 사업단에서는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산동대학교 한국어대학에서 민영란 교수의 지도 하에 참여대학원

생 2명이 참여하는 ‘유교문화의 현장과 한.중 언어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장기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내에 유행하면서 연수기관으로부터 연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6년 상반기로 해당 연수

를 연기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북대학 문학원(河北大學 文學院)

: 본 사업단에서는 하북대학 문학원에서 2015년 12월 11일~14일까지 단기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백두현, 정우락, 김주현

, 서혜은 등 참여 교수의 인솔 하에 대학원생 총 10여 명이 참가하기로 한 이번 연수에는 특히 ‘한중 문화의 인지와 대

화’라는 주제로 50여 명의 양국 연구자가 발표하는 공동 학술대회가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두 대학의 교수와 대

학원생이 공동으로 <한중 문화어문학> 저서를 기획, 집필하고 있다.

◇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言語文化コ-ス)

: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김동현(석사과정, 현대문학 전공)은 2015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도야마대학 대학원 인문

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에서 와다 토모미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장기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현 학생의 장기연수는

대구지역 연극과 일본 연극 간의 비교 연구 및 영남지역 전통예술의 현대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수

의 목적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가능한 문화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이탈리아

- 카포스카리대학 아시아 북아프리카 학부(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

: 본 사업단에서는 카포스카리대학 Vincenza D’Urso 교수와 사업단장 백두현 교수가 공동연구(Beautiful Like Silk:

Kinyo Literary Activities in Late Choson Korea)를 계획하고, 학생 교류와 관련하여 공동 복수학위제를 논의하는 등

현재 두 학과의 교류가 활발한 상황이다. 현재 본 사업단에서는  카포스카리대학과 대학원생 장기연수 및 세종학당 강사

파견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 빈대학 한국학과

: 본 사업단에서는 빈대학 한국학과 한국문화 전공 윤선영 교수와 대학원생 상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 특히 윤선영 교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유관한 한국언어문화 및 한국의 음식문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어 향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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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본 사업단에서는 2016년 1월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의 단기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연

구소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본 사업단은 재외 한국어 교육 및 한

국문화 교육에서의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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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이 문화어문학과 관련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

이자 대학원생의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해 본 사업단의 연구결과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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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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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1)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기타 국제학술지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2016년

1월 방언학 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인 "Dial ecto log ia" 에 참여교수(김덕호)의 논문(Linguist ic Map & Dial ect

Data Processing) 이 게재되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에 힘입었다 . 비록 성과 점검 기간에 포함되지 않

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이를 감안한다면 본 사업단의 목표인 2편(매년 1편)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2년간 국제 학술지의 게재 실적은 다음과 같다 .

◇ 최근 2년간 <(기타)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2건)

(1) 김재석, ‘ 土月會の東道の上演に關する硏究 ’ , “朝鮮學報” , 241권, 2017.01.

이 논문은 2016년 10월 일본 조선학회 학술대회(일본 텐리시 , 텬리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여 2017년 1월에 게재된 논문이다 . 논문이 게재된 “조선학보”는 일본 내 몇 안 되는 한국학 학회인

‘ 조선학회 ’ 의 학회지이며 ,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 이 논문은 토월회의 <동도>의 상연에 관한 연구로 ,

토월회 제3기 공연의 해산과 관련해서 토월회 연극 <동도>와 당시 개봉한 외화 <동도> 간의 관련성을 구명하

였다는 점에서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할 만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 식민지 조선의 외국극 수용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이 논문은 다양한 문화적 접점을 통해 한국어문학의 연구의 지평을 확대함으

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 적용 및 국제화를 실현하였다.

(2) Ki l i m Nam, Hyun-ju Song & Jun Choi , A morpheme-based anal ysis of lex ica l bundles in Korean: an

interface between corpus-dr iven approach and lexicog raphy, Lexicography ASIALEX 3/1, 201610.

Lexicography(Journa l of ASIALEX) 는 2014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되는 사전학 영역의 국제학술지로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학회지이다 . 사전학은 언어 형식과 문화 맥락의 접점에 해당하며 , 그에 따라 본 사업단

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을 구체화하기에 적합한 학문영역이 사전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남길임과 신진연구인력 최준이 참여하여 한국어의 지역적 , 국부적 특수성

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언어 분석 방법론을 통해 한국어의 보편적 언어 현상을 밝힌 연구이다 . 이는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어문학의 보편적 논의를 지향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의 구체적인 실천 사

례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2)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제 지원 실적

(1)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해 사전 지원과 사후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수행하였다. 본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의 KNUAH학술지원과 영어논문 교정서비스 등을 통해 논문 게재를

위한 사전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그 지원의 결과가 2편의 논문 게재 성과이다 . 아울러 본 사업단에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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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과점검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는 성과점검의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이며 , 참여교

수의 연구 및 교육 성과 수행의 등급에 따라 매년도 말에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

(2) 국제 공동 세미나 개최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해외 학자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 참여교수의 국제학술활동 역량에 집중하

였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정우락)가 책임연구자로 관여하는 영남문화연구원 주관으로 “한중 학술교류의 방

법론 모색(2017.11.08.)”이라는 주제로 국제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 중국 광주대학교 증대흥(曾

大興) 교수 , 하북대학교 강검운(姜劍雲) , 장유(張瑜) , 주소염(周小艷) 교수와 본 사업단의 정우락 , 백두현

교수가 참여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 교류 방안에 관해 공동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학술대회에 발표 및 참가하여 해외 학자들과 교류하는 한편 , 그러한 교류가 참여대학원생

해외연수 및 관련 국제세미나의 공동운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 최근 2년간 국제 공동 세미나의 개최

및 진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국제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진행> 실적 (5건)

- 영남문화연구원 주관(참여교수 정우락 책임) , 한중 학술교류의 방법론 모색을 위한 국제 공동 세미나(경북

대학교, 2017.11.08.)

- 사업단-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합동 세미나(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2016.08.12.)

- 경북대학교-이탈리아 카포스카리 공동 세미나(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 2017.01.23.-27)

- 이집트 문화어문학 세미나(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 2018.01.04.)

-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공동학술 세미나(중국 영파대학교 , 2018.01.18.)

(3)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본 사업단은 사업단 자체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유명 학자들

과 학술적 소통 및 교류를 통해 학술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단은 연 1회씩

총 2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 (2건)

① 2016년 국제학술대회

- 주제 :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i fe and Cul ture)

- 날짜 : 2016.11.17-18.

- 4개국(한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11개 학술발표

- 학술대회 발표 구성 : 주제 관련 국외 학자 발표, 국내 학자 발표 , 대학원생 발표

ㄱ. 국외의 언어생활과 문화 관련 학술발표

- 언어존재론이 언어를 보다-언어학과 知의 언어(노마 히데키, 메이지가쿠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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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시대 이전 한자 체계에 대한 시라카와 시즈카의 인식과 오류(옌덩강, 남통대)

- 민간전승과 디지털 문화:러시아 인터넷상의 코리아밈(유리 파스투센코 , 쿠반국립대)

- 자장커와 김기덕 영화 인물형상의 비교 연구(쩡뎬훼이 , 길림사범대)

- 중국 인터넷 저속언어의 생성 분류 및 운영 체제(위펑, 건국대)

ㄴ. 국내의 언어생활과 문화 관련 학술발표

-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홍윤표 , 연세대)

-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김주현, 경북대)

- 한국어의 융합적 특질(정수현, 연세대)

② 2017년 국제학술대회

- 주제: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The Space of Language and Li terary Creat ion :

Par t icu lar i ty and Univers i ty)

- 날짜 : 2017.11. 9-10.

- 4개국(한국 , 중국 , 일본 , 인도네시아, 미국) , 12개 학술발표

- 학술대회 발표 구성 : 주제 관련 국외 학자 발표, 국내 학자 발표 , 대학원생 발표

ㄱ. 국외 학자들의 학술발표

- 자바어의 대우법 체계와 단계(뜨리 마스또요자띠 꺼수마,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

- 중국 북경대 소장 한국본 고문헌의 자료적 가치(금지아 , 중국 북경대)

- 미주 지역 한인 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그 의미(방동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 일본근대문학에서의 ‘ 순사 ’ 표상 연구(토미츠카 마사키 , 일본 도쿠시마대)

ㄴ. 국내 학자들의 학술발표

- 영남루문단의 형성과 전개양상 - 교류와 경쟁의 공간으로서 영남루(정석태, 부산대)

- 근현대 대구지역 출판매체의 변모와 장점(박용찬 , 경북대)

- 근대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가톨릭대 , 홍기돈)

- 반구대 한시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엄형섭 , 부산대)

최근 2년간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주제로 관련 분야의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

을 마련하였다 . 2016년 11월에 ‘ 언어생활과 문화 ’ 를 주제로 진행된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는 언어존재론의

관점에서 언어의 발화, 한자의 수용 및 변용의 문제, 한류 및 인터넷 상의 언어생활을 다룬 해외 학자들의

발표와 여러 국내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 그 과정에서 각국 학자들과의 학술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

국, 중국, 일본 , 러시아의 학자들이 모여 자국의 언어와 문학을 넘어서 다양한 지점에서 언어생활과 문화가

지닌 새로운 의미들을 탐색하는 학술 마당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7년 11월에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 ’ 을 주제로 진행된 제4회 국제학술대회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어가 지닌 특수적 언어 체계 , 중국 내 소장 한국 고문헌 자료 분석 , 일본 근대 문학에서의

특정 기표 , 미주 지역 한인 소설의 공간의 문제를 다룬 해외 학자들의 발표와 한국어문학의 생성 공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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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국내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 한국, 중국, 일본 , 인도네시아와 미주 지역 학자들이 함께 모여 자국 언

어(표상)을 소개하고 한국어문학이 생성된 공간을 이해하고 , 나아가 한국어문학이 지닌 세계적 보편성과 한

국적 특수성을 탐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

(4)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

◇ 최근 2년간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 실적 (1건)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남길임은 2016년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 열린 'BAAL Vocabul ary SIG'에서 참여대학

원생과 신진연구인력들과 함께 학술발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는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 Jun Choi , Hyun-ju Song, Hae-Yun Jung, and Ki l i m Nam. ‘ A methodol ogy for ext ract i ng scient i f ic terms

for educat i on f 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 , BAAL Vocabul ary SIG 2016, 영국, 2016.07.07.-2016.07.08.

2.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1)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최근 2년간 34.8편(1인당 환산편수 4.419편)

으로 , 학계 상위의 연구 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재선정평가 신청 당시 실적(2년간 총 환산편수)인

29.5편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이 거둔 연간 17편(2016년도) , 18편(2017년도)의 성과

는 재선정평가 당시 계획인 연간 20편, 21편에는 못 미쳤으나 ,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참여

교수의 공백이 있었으며 , 그 기간 동안 신임교수의 논문 실적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최

근 2년간 참여교수의 국내 우수등재지 논문 게재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1) 김재석, 유치진의 릿쿄대학 졸업논문 <숀 오케이시 연구 – 주노와 공작>, “어문론총” 67권 , 2016.03.

(2) 김재석, 유치진 연극입문에 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51권, 2016.03.

(3) 백두현,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 “어문론총” 67권, 2016.03.

(4) 남길임 외, ‘ 이다 ’ 의 범주와 문법 기술, “문법 교육” 26권, 2016.04.

(5) 김주현, 이광수와 신채호의 만남 , 그리고 영향, “한국현대문학연구” 48권, 2016.04.

(6) 남길임, 과학 텍스트 정의문의 유형 분석, “한국어 의미학” 52권, 2016.06.

(7) 이상규, 병와 이형상의 <추록언문반절설> 분석, “국학연구론총” 17권, 2016.06.

(8) 김주현, 상해 시절 이광수의 작품 발굴과 그 의미, “어문학” 132권, 2016.06.

(9) 정우락,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 , “퇴계학과 유교문화” 59권, 2016.08.

(10) 정우락 ,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 , “영남학” 30권, 2016.08.

(11) 백두현 외,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영남학” 30권 , 2016.08.

(12) 김재석 , 삼․일극장의 <빈민가> 공연과 유치진의 도쿄 구상 , “국어국문학” 176권, 2016.09.

(13) 남길임 ,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표현 연구: 감성분석과 국어학 연구의 접점 , “언어과학연구” 78권,

2016.10.

(14) 김주현 ,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 “국어국문학” 176권, 2016.09.

(15) 서혜은 , 한남서림의 경판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사적 의미 , “어문학” 133권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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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우락 , 泰村 高尙顔의 현실인식과 그 문학적 대응 , “동양한문학연구” 45권, 2016.10.

(17) 김주현 , <꿈하늘>의 새로운 읽기-역사담론을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사연구” 79권, 2016.12.

(18) 서혜은 , 고전소설 속 여 · 당 참전 중국인의 형상화 방식과 시대적 의미 , “韓國古典硏究” 36권, 2017.02.

(19) 정우락 , <遼左紀行>을 통해 본 張錫英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 “한국학논집” 66권, 2017.03.

(20) 김덕호 ,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안 연구 1: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사회언어

학회” 25권, 2017.03.

(21) 김재석 , 유치진의 도쿄 구상 실천과 극예술연구회의 <포기>(Porgy) , “한국극예술연구” 55권 , 2017.03.

(22) 백두현 ,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 , “국어사연구”24권 , 2017.04.

(23) 남길임,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29권 ,

2017.05.

(24) 김주현 , <용과 용의 대격전〉에 대한 새로운 읽기, “현대소설연구” 66호, 2017.06.

(25) 이상규 , 이상정 장군의 육필 유고 『표박기』분석 , “동아인문학” 39호 , 2017.06.

(26) 서혜은 , 조선시대 설인귀 서사의 대중화 양상과 그 시대의식 , “동양고전연구” 67권, 2017.06.

(27) 남길임 , 한국어 부정 구문 연구를 위한 말뭉치언어학적 접근, “한국어의미학” 56권, 2017.06.

(28) 백두현 , <주초침저방>(酒醋沈菹方)의 내용 구성과 필사연대 연구, “영남학” 62호, 2017.09.

(29) 정우락 ,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한민족어문학” 77권, 2017.09.

(30) 정우락 , 덕산동부의 문화지리적 상상력, “남명학연구” 55집, 2017.09.

(31) 정우락 , 서계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 가족 ’ 과 그 의미 , “영남학” 62호, 2017.09.

(32) 정우락, 동고(東皐) 서사선(徐思選) 시문학(詩文學)의 공간 상상력과 의미 구조 , “국학연구론총” 20권 ,

2017.12.

(33) 최은숙 ,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민요학” 51권, 2017.12.

(34) 김주현 ,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81호 , 2017.12.

(35) 김주현 ,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 “영남학” 63호 , 2017.12.

2)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의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 지원

으로 학술대회 , 학회 관련 세미나 및 강연에 발표 및 참가비용을 지원하였다. 사후 지원으로는 논문 게재료

를 지원하고 ,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참여교수 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 성과급은 사업단

운영 내규 “참여교수 평가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사업단 기여도(30) , 대학원생 지도 및 확보 배출실적(40) ,

연구실적(40)으로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하고 , 사업단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 최근 2년간 <국내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실적 (총 4건)

(1) 백두현 , 2016년 국어사학회 여름 학술대회 참석(전북대학교 , 2016.07.07.~08)

(2) 남길임 , 한국어의미학회 제 40차 전국학술대회 참석(강릉원주대학교, 2017.02.10)

(3) 남길임 , 2017년 우리말글학회 전국학술대회 참석(부산, 2017.02.17.)

(4) 남길임 , 620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연세대학교, 2017.05.12.)

◇ 최근 2년간 <학회 관련 세미나 및 강연 참가비용 지원> 실적 (총 4건)

(1) 백두현 , 경북대-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 교류특강 (전남대학교, 2016.06.13.)

(2) 백두현 , 한국 목간학회 하계 워크숍(원광대학교, 2016.07.22-23)

(3) 남길임 , 2016년 제 1회 한글문화토론회 참석(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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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길임 , 제 1회 전국대학원생 학술포럼 참석(2016.09.30.)

◇ 최근 2년간 <국내 (우수)등재지 논문 게재 지원> 실적 (총 5건)

(1) 김주현 ,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 "국어국문학" 176권, 2016.09.

(2) 정우락 , '泰村 高尙顔의 현실인식과 그 문학적 대응 ' , "동양한문학연구" 45권, 2016.10.

(3) 김주현 , ｢꿈하늘｣의 새로운 읽기-역사담론을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사연구" 79권, 2016.12.

(4) 정우락 , 「<遼左紀行>을 통해 본 張錫英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 "한국학논집" 66권, 2017.03.

(5) 정우락 , 덕산동부의 문화지리적 상상력 , "남명학연구", 2017.09.

◇ 최근 2년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실적 (총 2건)

(1) 2016년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2017.02.28.) : 백두현 , 김주현 , 정우락, 남길임 , 이상규 , 김덕호 , 서혜

은

(2) 2017년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2018.02.21.) : 백두현 , 김주현 , 정우락, 남길임 , 이상규 , 김덕호 , 서혜

은, 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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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저서

① 참여교수 저서 환산 편수(최근 2년)

<표 15> 사업단 참여교수 1인당 저서 환산편수 실적

항 목

최근 2년간 실적(편)

전체기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학술저서

환산편수

국어 4.4877 8.15 4.5576 17.1953

외국어 0 0 0 0

학술저서 총 환산편수 4.4877 8.15 4.5576 17.1953

1인당 학술저서 환산편수 2.1835

환산 참여교수 수 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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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저서의 질적 우수성

<표 16> 사업단 참여교수 대표 학술저서 실적 목록

연번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연월

(YYYYMM)

저자 중
참여교수

성명
질적 우수성

1 신어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08 남길임

2012년부터 저술 시점까지 저자인 남길임 교수
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학술 저서로

서, 신어 생성 원리 및 맥락적 의미에 따라 신어를
유형 분류한 학술 서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웹크롤링 신어 분석기를 활용한 신어 조사의 방

법론을 소개하고 관련된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신
어 관련 연구를 학술적으로 선도하는 의의가 있

다. 또한 신어에 반영된 언어적∙문화적 현실에 대
한 논의를 통해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신어

를 문화어문학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맥락으로 연
결하였다.

2
김치, 한민족

의 흥과 한
세계김치연구

소
201612 백두현

김치’ 및 관련 어휘들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
한 저서로서, 김치의 어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
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어학적 자료를 기본으
로 하여 정교한 논증의 과정을 거쳐 김치의 어원
과 김치 관련 어휘들이 갖는 언어학적 의미를 밝
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 어휘와 한자어와
의 상관성을 통해 각 어휘들의 역사적 변화를 논

하는 방법을 취하여 국어학적 방법론을 견지하면
서도, 사적(史的) 시각을 보태어 김치와 관련한

우리말 어휘의 존재를 다양한 측면에서 뒷받침하
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어문학의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3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새문사 201704 서혜은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에 대한 저자의 십여 년 간
의 연구를 집대성한 저서로서, 출판되어 상품으
로 향유된 최초의 소설이라는 경판본 소설의 사
적 의의를 밝혔다. 경판본 소설이 대중성 확보에
기여한 다양한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고전소설에
서 경판본 소설의 의미를 재구하였으며,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과 사회의식, 대중화 양상과 후대

적 변모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4
한국어텍스트

감성분석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707 남길임

감성 분석과 관련된 산학관 연구 개발 사업 및 지
속적인 학술적 연구의 결과로서 발간된 저서로서
, 감성분석과 관련된 기존 연구 분야의 쟁점을 논
의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실제 상품평, 블로그 등
의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으

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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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언어 자원의 가치와 다양성을 확인하고, 극
성 분석의 쟁점 등을 고찰하였다. 학제간의 융합

을 통한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5
음식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

문화

경북대학교출
판부

201709 백두현

여성이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 ‘음식디미방’의
위상과 가치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립한 저서로
서, 학계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

게 주목받아 온 ‘음식디미방’에 대한 여러 분야 전
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집약함으로써 학제적 연
구의 성과로 평가 받는다. 문화어문학이라는 방
법론적 혁신을 통해 한국어문학 연구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실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연구를 지
향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

과로 그 의의가 있다.

6
화두를 찾아서
-문학의 화두,

삶의 화두
역락 201711 김주현

서양 문학 『오이디푸스오아』, 『신』, 『시편
주석』, 『그리스로마신화』, 『탈무드』, 『어
린왕자』 등과 한국문학 ｢날개｣, ｢낙동강｣, 『화
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에 대한
화두를 분석하고, 역사적인 인물인 우공, 에디슨,
장자, 진정, 원효, 향엄지한, 신채호 등에 대한 삶
의 화두를 다룸으로써 문학이 제안할 수 있는 문

화적, 맥락적 쟁점을 논의한다.

7 직서기언 경진출판사 201801 이상규

훈민정음의 문자를 해설한 ≪훈민정음 예의≫,
≪훈민정음 언해≫, ≪훈민정음 해례≫ 등을 해
설한 연구 저서로서,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훈민
정음의 창제 원리와 과정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

다.

8 경세훈민정음 역락 201802 이상규

한국연구재단 저술지원사업의 결과물로,  명곡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의 어문사적 중요성
을 고찰한 저서이다.  '최석정의 학문과 사상', '성
운학 연구의 흐름', '《경세훈민정음》의 해제',
'경세훈민정음 주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

였다.

9
한국고전문학
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02 정우락,최은숙

본 사업단 학술총서 제3권으로 본 사업단이 지향
하는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여 고전문

학 분과학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서로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전문학의 현장과 문화
적 전통을 분석하였다. 사업단 참여인력(참여교
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이론적 적용
가능성 및 연구역량 향상을 도모한 저서로서 가

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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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참여 교수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및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

참여 교수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및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계획)

 1. 우수 연구실적의 인류사회 공헌도, 이론적 기여도

 사업단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인 모색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한 독창적인 논문을 써서 학계에 기여하기

도 했다. 한글문헌학의 이론을 모색한다거나 ‘선금술’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성찰을 하는가 하면, 관물이론을 바탕으로

한시 분석의 틀을 모색하고 ‘말뭉치언어학’이 이론언어학의 독자적인 분야로서 분명한 지위를 제시하는 논의도 있었다

. 사업단 참여교수 가운데 실증주의적이고 비교연극학적인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로 선

정되기도 하였다.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 이를 사업단 참여교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백두현은 <<한글문헌학>>(태학사, 2015)에서 한글 문헌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한글 문헌의 현대적 활용 방안과

미래적 가치를 논하였다. 또한 독창적 관점에서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을 기술하였다. 이는 한글 문

헌에 대한 통합적 연구 방법론을 개발한 것으로 문헌에 대한 융합적 연구 방법론을 개척한 것이다.

 또한 논문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정신문화연구 37-3, 2014)에서 언어 내적 분석에 치중해 온 기존

의 연구방법을 극복하고, 한글문헌이 가진 가치를 통합적 관점에서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은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문화의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학 연구를 위한 독창적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논문 <민정음 해례의 제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해례의 제자론에 내재된 이론적 문제점을 드러내어 제자론에 대한 객관적, 심층적 이해를 진전시켰다.

 2) 김재석은 최근 <1980년대 동아쇼핑센터 소극장과 지역연극>(2013), <토월회의 창립공연 연구>(2014), <토월회의 번

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미>(2014) 등을 주요한 논문을 썼다. 이는 실증주의를 토대로 연극 연구의 기반을 확충했고, 아울

러 근대극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극의 위치와 의미를 제대로 정립해 가는 탁월한 분석들이다. 그의 이러한 성과

들은 충분한 인정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2015년도에는  '한국 근대극의 형성에 미친 외국극의 영향'이라는 과제로 한국

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3) 정우락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심성론과 우주론에 내재되어 있는 성극론(誠極論)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을 구체적으

로 분석해왔다. 이것을 더욱 발전된 것이 관물이론인데, 현재 한시분석의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16세기 사림파 작가

들의 사물관과 문학정신 연구>(2004)를 비롯하여, <형재 이직의 한시에 나타난 물에 관한 상상력>(2014) 등이 모두 그것

이다. 또한 강이 갖는 경계와 소통의 두 기능에 기반한 문화적 교섭을 확인하고 강안학을 정립했다. <강안학과 고령 유

학에 대한 시론>(2008),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2014) 등이 이 방면에서 연구된 것이다.

이러한 이론 개발은 서구이론의 무분별할 수입과 부정확한 적용을 반성하는 한편, 자생이론을 주체적으로 만들자는 취지

에서 이룩된 것이며, 본 사업인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4) 김주현은 <텍스트의 구경-선금술의 방법론>(2011) 이래 ‘선금술’이라는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신채

호문학연구초>>(2012)를 내놓으면서 그러한 방법론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후 <‘선금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재고

>(2013.9)에 이어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 문학>>(2015)은 텍스트의 연구 방법을 단초한 이론적 모색의 결과이자

학계 이론의 형성에 기여한 글들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는 최근 <김동리와 다솔사 체험>(2015), <신채호와 '가정잡지

'의 문필활동>(2015), <단재 신채호의 '권업신문' 활동 시기에 대한 재검토>(2015)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 국문학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기여를 해 왔다. 아울러 작가론의 방법론적인 기여를 해왔다. 김주현은 <<신채호문

학연구초>>(2012)과 <<김동리 소설 연구>>(2013), <<해체와 실험-이상 문학 연구>>(2014)를 내었으며, 이 저서들은 모두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연속 3년 학술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이는 저서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5) 남길임은 <‘이론으로서의 말뭉치언어학’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한국어의미학 46, 2014)은 흔히 연구 방법론이

나 도구로 논의되어 온 ‘말뭉치언어학’이 이론언어학의 독자적인 분야로서 분명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주장한 논

문이다. 개인의 언어능력을 밝히기 위한 형식 문법의 이론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공동체의 언어능력, 언어수행, 유창성의

의의를 밝히고, 말뭉치가 개인과 공동체의 언어를 대표한다는 것을 도식으로서 제시하였다.

 6) 서혜은은 <경판본 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에서 경판본 소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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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18세기 말~19세기에 출간된 작품들이 20세기 초까지 변모하는 모습을 고찰한 논의이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활자

본 소설이 출간된 점을 감안한다면 16~19장본으로 현전하는 경판본 소설은 경판본 소설의 대중적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경판본 소설이 조선시대 서울에서만 간행된 소설이기에 경판본 소설의 변모 과

정에 대한 논의는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대중성을 확보한 한국 고전소설의 모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전

문학 분야에서의 공헌도가 크다고 판단된다.

 2.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한 내용 및 향후 계획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인문학 대중화의 활동은 무척 활발했으며, 그 역량도 뛰어나다. 우선적으로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각종 인문학 강연 활동, 교양서의 출판, 그리고 대중들과 소통하게 위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극단을 이끌고, ‘치

유인문학’ ‘영남 유교문화’ 등의 강좌를 직접 운영하며, 사투리와 신어의 발굴 정리, 그리고 고전 소설의 유통 과정

고찰 등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 쏟고 있다.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종 인문학 강

좌에 운영 및 참여, 대중적 교양서의 발간, 주석 및 해제집의 발간, 극단을 통한 마당극 공연, 사투리, 신어, 고전소설

을 활용한 각종 대중화 작업을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며, 또한 보다 다양한 방식으

로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래는 사업단 교수들의 대중화 내용이다.

 1) 각종 인문학 강좌 참여

 사업단 참여 교수들은 대중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에 활발히 참여했다. 아래는 최근 2년간(2013.3부터) 사업단 참여교수

들의 대중 인문학 강좌 강의 현황이다. 참여교수들의 대중인문학 강좌는 파악된 것만도 38건에 이르며, 이 수는 인문학

강좌에 열성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규, 스토리텔링 활용 직무연수를 위한 강의, 대구광역시교육청, 2014.7.28.

 -백두현, 한글 편지로 본 영남  선비가의 언어 예절, 임고서원, 2014.4.8

 -백두현, 경상도 사람들의 언어 예절, 경산문화원, 2014.5.19.

 -백두현, 조선시대 한글  편지-부부사랑, 대구 원불교교당, 2016.6.17.

 -백두현, 공부는 행복의 원천, 경산문화원, 2014.8.20.

 -백두현,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임고서원, 2014.12.16.

 -백두현, 경상도 사투리 이바구, 대구 원불교교당, 2014.12.6.

 -백두현, 조선시대 선비의  언어생활-손으로 쓴 필사자료를 중심으로,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5.1.15.

 -김주현, 길 위의 인문학 강연, 구미시립중앙도서관, 2014.9.25

 -김주현, 김동리와 한국문학, 대구 달서구청, 2014.4.10

 -김주현, 진관사 유물에 드러난 독립운동-단재와 초월, 서울 은평한옥역사박물관, 2015.4.24

 -김주현, 인문, 문학, 상상, 경북대학교 열린인문학센터, 2015.5.30.

 -김주현, 삶의 화두, 문학의 화두, 대구 서부교육청, 2014.6.3.

 -정우락, 자연이 전하는 심성의 소리, 경북대 미술과, 2013.9.4.

 -정우락, 영남선비들의 풍류세계, 동양대학교, 2013.9.10.

 -정우락, 팔공산의 문화적 의미, 대구 두류도서관, 2013.10.15.

 -정우락, 고전에서 삶을 찾다,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2013.11.20.

 -정우락, 홍길동과 허균, 영웅과 역적 사이, 영산대학교, 2013.12.11.

 -정우락, 조선조 선비들의 여가와  풍류, 경산문화원, 2014.4.23.

 -정우락, 한국유학사와 남명 조식, 도립안동도서관, 2014.4.23.

 -정우락, 한국의 선비정신과 고령유학의 특성, 고령문화원, 2014.6.5.

 -정우락, 조선조 선비들의 강학과  한강 정구, 회연서원, 2014.8.2.

 -정우락, 성주의 인문정신과 회통적  비전, 성주군 체육관, 2014.9.20.

 -정우락, 16-7세기 영남의 지성사, 부산대 문화공간 붐, 2014.10.11.

 -정우락, 남명 조식과 덕천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11.26.

 -정우락, 구암 이정의 문학과 성리학 진흥, 사천문화원, 2014.12.13.

 -정우락,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산서원, 상주문화원, 2015.2.16.

 -정우락, 한국학과 인문학, 육군제3사관학교,  2015.2.26.

 -정우락, 웅상 문화의 문화론적 이해, 영산대학교, 2015.5.28.

 -정우락, 가야산을 다녀간 선비들, 가야산국립공원,  20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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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문 교양도서 출간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전문 학술서의 발간 이외에도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서 서술하기도

하고, 전집을 발간하거나 각종 교양도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사업단 참여교수들이 이에 대해 기울인 노력은 적지 않다

. 아래는 사업단 참여교수들이 발간한 교양 도서들이다.

 -이상규, <<한글 고문헌을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 도서출판 경진, 2014.

 -이상규, <<이상화 문학전집>>, 도서출판 경진, 2015.

 -이상규, <<포산들꽃>>, 작가와 비평, 2015.

 -김재석, <<천일야화>>, 평민사, 2014.

 아울러 정우락은 경상북도와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경북의 종가 100 곳을 선정하여, 교양서 종가시리즈 출간사업을 6년

째 지속하여 <<영남의 큰집 안동 퇴계 이황 종가>>(2012) 등 36권을 이미 출간하였고, 향후 이 사업은 적어도 5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64권의 교양서에 대한 기획 출간을 주도할 것이다.

 3) 극단 운영, 방송 활동, 인문강좌 운영

 (1)‘함께사는세상’ 극단 운영

  김재석은 직접 창작극을 공연함으로써 대구지역 연극계의 변화와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대구지역의 유

명극단 함께사는세상의 창단멤버이며, 그 동안 7편의 작품을 연출하여 공연했다. 함께사는세상에서 연출한 그의 공연은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함세상식 마당극’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2) 사투리 해설 방송

 백두현은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대구 교통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사투리 해설 방송을 함으로써 지역의

언어문화 자산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넓혀 왔다.

 (3) 인문강좌 운영

 정우락은 시민을 위한 강좌인 ‘치유인문학’(운경재단, 3년째 지속), ‘영남 유교문화 강좌’(영남유학연구회, 6년째

지속)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앞으로 적어도 4-5년은 계속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국학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선비아카데미, 경북대 인문학술원에서 운영하는 기장인문학 등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

 4) 사투리 및 신어의 발굴 홍보, 기타

 (1) 지역 사투리 알리기

 김덕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언어문화상품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투리를 활용한 유무

형의 상품, 인테리어 소품, 관광기념상품, 지역언어경관상품개발을 모색한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은 대중의관심

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시범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한 국가정책방송(KTV 기획 대한민

국의 희망, 창조경제- 2013년 12월 6일 방영)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의 문화어문학 자료(방언)를 대중

화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부 학생을 중심으로 ‘스토리폴라리스

(대표:김태우)’라는 재학생 벤처 기업을 창업하게 하였다.

 (2) 신어의 발굴 및 홍보

 남길임은 국립국어원 신어조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2013년, 2014년 대중매체에 나타난 미등재어 신어를 폭넓게 수집하

여 연구 결과물로 <2013년 신어 조사 자료집>, <2014년 신어 조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신어는 언중들의 의사소통 욕

구를 반영하는 창조적인 언어 현상으로, 공시대에 사용된 신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은 대중들간의 의사소

통의 장벽을 해소하고 언어의 역사적 자료를 보전하는 문화사회학적, 역사적 의의가 있다. 2014년 신어 사업의 조사 결

과는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었으며, 언어, 특히 신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신어조사사업부터는 신어의 빈도와 사용주기조사도 병행할 예정인데, '골드미스,

개똥녀, 금사빠' 등 2005년부터 이후에 발생한 신어가 어떤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연구 결과물로 발표될 예정이다

.

 (3) 지역 경판본 소설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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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은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고전소설의 대중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러한 전공 연구 분야의 특성을

살려 고전소설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대중화 연구 및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경판본 소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을 다룬 저서를 출간할 것이다. 또한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방각본 서적을 전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때 국립중앙도서관 측과 협력하여 경판본 소설을 소개하고 경판본 소설에 대한 대중 강연도 계획하고 있

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하여 영남 지역에서 필사·간행·유통된 작품들을 찾아내고 알리는 데 주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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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수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및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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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연구실적의 인류 사회 공헌도 , 이론적 기여도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한국어문학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여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학문적 선도성을 인정받고 있다 . 사업단 참여교수 중 다수가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백두현 , 김재

석) , 중견연구자 (김주현 , 남길임) , 신진연구자(서혜은)로 선정된 것은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우

수함을 방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울러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적 자산에 관한 연구의 확장(정우락)이나

특정 용어의 DB화 작업 및 검색시스템 개발(남길임) 등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를 실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

역문화 및 타 분과학문으로의 적용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이에 관해서 참여교수별로 살펴보기로 한

다.

1) 사업단장 백두현

본 사업단의 단장 백두현은 ‘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 ’ , ‘ <주초침저방>(酒

醋沈菹方)의 내용 구성과 필사 연대 연구 ’ , ‘ 언더우드가 번역한 서양 음식 조리서 <조양반서>(造洋飯書)

연구 ’ , <음식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문화> 등 전통 음식 조리서에 관한 일련의 논문 및 저서를 발표함으로

써 이들의 국어사적 · 문화어문학적 가치를 구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자 지원 사업에 선정

되어 ‘ 훈민정음의 문화중층론 :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해석 ’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연

구 과제의 일환으로 ‘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의미 ’ 를 통해 훈민정음에 담긴 과학성 · 민주성 ·

철학성을 논의하였다 . 또한 "김치 , 한민족의 흥과 한"에서는 국어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교한 논증의

과정을 거쳐 김치의 어원과 김치 관련 어휘들이 갖는 국어학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김치와 관련한 어원 논쟁

에 종지부를 찍었다 . 이러한 연구성과는 어문학의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

2) 참여교수 김재석

참여교수 김재석은 최근 ‘ 유치진의 연극입문에 대한 연구 ’ , ‘ 삼.일극장의 <빈민가> 공연과 유치진의 도

쿄 구상 ’ , ‘ 유치진의 도쿄구상 실천과 극예술연구회의 <포기> ’ 등 유치진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함

으로써 한국의 근대극에 나타난 외국극의 영향관계를 밀도 있게 논의하였다 . 또한 일본의 한국학 학회지이

며 국제학술지인 "조선학보"에 토월회 연극 <동도>와 당시 개봉한 외화 <동도>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논문

‘ 土月會の東道の上演に關する硏究 ’ 를 게재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 한국 근대극의 형성에 미친 외국극의 영향 ’ 이라는 연구의 수행결과이며, 이를 바탕으

로 "식민지 조선 근대극의 형성"을 발간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근대극이 지닌 다층적 양상과 사회문화사적

인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3) 참여교수 김주현

참여교수 김주현은 텍스트의 원본 확정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채호 , 이상 , 김동리 등의 작품 원전에

대한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 와 ‘ 일제강점기 한

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 는 자료의 세밀한 조사와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한

연구 성과이며 , 두 논문 모두 한국연구재단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술지인 “국어국문학”에 게재되었다 . 이러

한 논문들은 최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된 ‘ <황성신문>에 실린 신

채호 작품의 발굴 연구 ’ 나 ‘ 근대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증 ’ 이라는 연구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연구방법은 텍스트의 실증적 접근을 단초한 이론

적 모색의 결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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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교수 남길임

참여교수 남길임의 최근 논문 ‘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 표현 연구 : 감성분석과 국어학 연구의 접

점 ’ , ‘ 한국어 부정 구문 연구를 위한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 ’ ,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과 <신어>, <한국어텍스트감성분석> 등의 일련의 저서는 실제 언어 사용기반

중심의 말뭉치 활용과 장르 중심의 해석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이다 . 실제 언어 사용기반의 말뭉치 구축 및

연구로 진행된 ‘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 표현 연구 : 감성분석과 국어학 연구의 접점 ’ 과 저서 <한국

어텍스트감성분석>은 ‘ 전자상거래 어패럴 시장의 미래소비예측 적용을 위한 플랫폼 (Market i ng

Inte l l i gence Serv ice Pl at form) 구축 ’ 사업(2014.11-2016.10)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한 ‘ 신어 조사 사업 ’ 은 지금까지의 신어 목록을 작성하고 이 어휘 목록

으로 웹 기반 사전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인문학에서는 생소한 연구 분야인 감성 어휘를 분석하

고 대규모 웹 사전 기반 어휘 항목 구축 등으로 문화어문학 연구의 최신 동향을 선도하였으며 다른 학문 분

야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대한 혁신의 장을 마련하였다 .

5) 참여교수 정우락

참여교수 정우락은 최근 ‘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 ’ 에서 한국의 전통 중 하나인 종가 문화를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문학이 창작된 공간을 주목하여 , 특정한 공간이

문학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주목하였다 . ‘ <遼左紀行>을 통해 본 張錫英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

에서 , 일제 강점기 지식인이었던 장석영이라는 인물의 만주 여정을 통해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당대 지식인

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 에서는 대구에 생성된 구곡의 현황을 제시하고 ,

구곡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을 주목하여 구곡을 경영했던 문인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 ‘ 동고(東皐) 서사

선(徐思選) 시문학(詩文學)의 공간 상상력과 의미 구조 ’ 에서는 서사선이 특정 공간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하

였는지를 분석했다 . 문학과 문학이 창작된 공간을 연구함으로써 , 문학 텍스트를 텍스트에 고착시키지 않고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 볼 수 있으며 , 공간에 문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공간의 문화콘텐츠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

6) 참여교수 이상규

참여교수 이상규는 최근 ‘ 병와 이형상의 <추록언문반절설> 분석 ’ 과 <증보정음발달사>, <직서기언>, <경세

훈민정음> 등의 일련의 저서를 통해 ‘ 훈민정음 ’ 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주석으로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 중

이다 .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 <경세훈민정음>은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지원사업의 결과

물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진행된 한국학진흥토대연구사업 결과물 중의 하나

인 <경북내방가사> 1,2,3권의 출간을 통하여 내방가사 해석 및 주석을 하였으며 , 경북 지역 내방가사에 속한

문화적 · 언어적 속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 또한 중국 방언학의 대가인 베이징대학의 샹멍빙 교수의 저서 <한

어방언지리학>을 번역하여 국내 방언학 연구의 방향성과 한국 한자음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찾고자 하였

다.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방언학 연습과 실제>라는 대학 교재를 저술하여 방언 속에 나타나는 문화어문

학적 속성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문저서를 출간하여

'2017 대한민국 매천문학상 대상 '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7) 참여교수 김덕호

참여교수 김덕호는 방언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전통 방언학인 ‘ 경북 성주지역의 언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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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연구 ’ , ‘ 한반도 ‘ 김치 ’ 명칭의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 ,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 등을 연구하였고 , 문화와 방언학을 융합한 '방언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방법론 제언

' ,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 등을 연구하며 방언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통

해 방언학의 연구 영역 확장에 힘쓰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언 연구

1: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를 통해 언어 변화를 문화와 접목시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방언학 연습과 실제>을 발간함으로써 방언학의 실제 활

용 방안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인명대사전인 ‘ 마르퀴즈 후즈 후 ’ 에

등재되기도 했다 .

2.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한 내용 및 실적

본 사업단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각종 인문학 강연 활동 , 교양도서의 출판 등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에 노

력하였으며 , 언론 매체 및 SNS를 이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사업단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 일반 대중의 어문학 자산의 향유로 이어질 수 있었다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나 언론 활동, 한국어문학의 외국어 번역 등을 통해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

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된 최근 2년간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2년간 <인문학 대중화> 관련 실적

- 각종 인문학 강연 실적(총 46건)

- 인문교양저서 출간 실적(총 3건)

- 극단 운영, 방송 활동 , 인문강좌 운영(각 1건, 29건, 2건)

- 사투리 및 신어의 발굴 홍보, 기타

1) 각종 인문학 강연 실적

(1) 국내 인문학 대중 강연(총 46건)

- 김덕호 ,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활용에 대하여 , 조선대학교 인문학 강좌, 2016.06.09.

- 김덕호 , 방언 문화의 창의적 활용, 대구능인고등학교 인문학 강좌 , 2016.07.13.

- 김주현 , 혁명가 신채호와의 대화 , 대구 안심도서관 , 2016.10.26.

- 김주현 , 분단을 넘어-한 월남민의 길 찾기- 최인훈의 『광장』, 경북대학교 , 2017.06.27.

- 백두현 ,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이야기 , 합천군 제2청사 , 2016.05.13.

- 백두현 , 안동을 배경으로 한 음식조리서와 음식 문화 , 경북도립 안동도서관, 2016.06.21.

- 백두현 , 『음식디미방』 맛질방문의 ‘ 맛질 ’ 위치 확정 , 예천문화원, 2016.07.05.

- 백두현 , 훈민정음에서 배우는 교훈 , 영천 임고서원 , 2016.07.28.

- 백두현 ,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인가 , 국립대구과학관 , 2016.10.08.

- 백두현 , 한글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과제 , 국립국어원, 2017.04.27

- 백두현 , 예천의 한글 문헌 , 예천문화원 , 2017.07.04

- 백두현 , 안동의 유물 , 수운잡방 , 한국국학진흥원, 2017.09.12

- 백두현 ,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안동대학교, 2017.09.26

- 백두현 ,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인가 , 대구동구문화재단안심도서관,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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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 훈민정음과 한글편지 , 임고서원 , 2017.10.19

- 백두현, 음식디미방과 한글 편지로 보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음식문화 , 국립경주박물관 , 2017.10.06.

- 이상규, 유학교육의 가능성과 미래, 현풍향교 유림교육원 , 2017.03.22.

- 이상규, 한국어 세계화 방향, 세종학당재단, 2017.11.10.

- 이상규, 가을밤의 문학기행 , 경북도립대학창업보육센터 , 2017.11.21.

- 정우락 , 경북의 종가문화 , 경산문화원, 2016.04.20.

- 정우락 , 삼국유사-원시와 문명사이 , 군위여성회관 , 2016.05.03.

- 정우락 , 영남지성사, 그 회통의 의미, 월봉서원 , 2016.05.13.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 아이쿱상주협동조합, 2016.05.16.

- 정우락 , 영남학과 지역학 , 경북대학교 인문대 211호 , 2016.06.11.

- 정우락 , 도산서원의 문화론적 접근 , 영덕문화원 , 2016.06.17.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 2016.07.07.

- 정우락 , 종가의 탄생과 경북의 종가문화 , 칠곡문화원 , 2016.08.05.

- 정우락 , 한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 성주문화원 , 2016.08.16.

- 정우락 , 한강선생 휘호대회 , 성주체육관 , 2016.10.08

- 정우락 , 물 즐기다: 샘의 노래 개울의 노래 , 세계물포럼 , 2016.10.19.

- 정우락 , 산수와 벗하다 , 국학진흥원 , 2016.10.25.

- 정우락 , 남명학의 생성공간 , 솔대학 , 2016.10.25.

- 정우락 , 한문학의 문화어문학적 재발견, 경상대 한문학과 , 2016.11.24.

- 정우락 , 백두대간 속리산권 구곡동천에 대하여 , 상주문화원 , 2017.02.10.

- 정우락 , 강으로 읽는 영남학 , 경북대 인문대 코어, 2017.04.10.

- 정우락 , 선비의 여가와 풍류, 경산문화원, 2017.04.01

- 정우락 ,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칠곡문화원, 2017.07.05

- 정우락 , 삼국유사 , 원시와 문명 사이, 군위문화원, 2017.08.01

- 정우락 , 조선의 지조 , 남명 조식 , 성주문화원 , 2017.08.08

- 정우락 , 영남유학의 특징과 강안학 , 칠곡문화원 , 2017.09.07

- 정우락 , 조선조 선비들의 풍류, 상주향교 , 2017.10.16

- 정우락 , 자연이 전하는 심성의 소리 , 고려대학교, 2017.11.03

- 정우락 , 퇴계와 남명 사이 , 대구한의대 , 2017.11.20

- 정우락 , 사천유학의 특징과 구암학 연구의 의의 , 사천문화원, 2017.12.09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가와 풍류, 경북대 열린인문학, 2017.12.16

- 정우락 , 과인문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 경북대 교수학습센터, 2018.01.15.

(2) 국외 대중 강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국외 기관 및 대학 등에서 한국어문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강연 및 발표

함으로써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백두현 , 훈민정음에 담긴 보편적 가치 ,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2016.08.12.

- 백두현 , Hunmin jeongum and Hangul ( 훈민정음과 한글)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23.

- 백두현 , Korean Al phabet and Women(한글과 여성)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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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길임 , Korean Or thography: Past and Future( 한글맞춤법의 역사와 현재)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24.

- 남길임, The Korean Language Viewed through Neol ogisms( 신어로 바라본 한국어) , Ca'Foscar 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30.

2) 인문교양도서 출간(총 8건)

(1) 백두현, 김덕호 , 남길임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09.10.

이 책은 ‘ 대구일보 ’ 에 게재되었던 우리 말글에 대한 글들을 일반 대중이 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간행한

것으로 ,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일반 대중이 궁금해 하거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국어 능력 올리기 방법에 대한 글도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

국어가 한국 사회 및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충하고 , 한국어에 담긴 한국인의 생각과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라고 할 수 있다.

(2) 이상규 , <13월의 시>, 작가와비평 , 2016.05.15.

국어학을 전공하는 이상규 교수는 시, 소설 , 수필 등을 저술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 4차년도에

는 시집 <13월의 시>를 간행하여 현대인의 기계화된 삶 속에서 원시성을 찾으려는 의지를 노래하였다. 이

시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 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

(3) 이상규, <오르간>, 도서출판지혜, 2017.10.20.

이 책은 국어학자인 이상규 교수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낸 여섯 번

째 시집이다 . 1978년 "현대시학"에서 시인으로 추천, <종이나발>, <대답 없는 질문>, <거대한 집을 나서며>,

<헬리콥터와 새>, <13월의 시> 등의 시집을 출간한 이상규 교수는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터득,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 미(美)를 발견하는 계기를 시를 통해서 찾고자 하였다 .

3) 극단 운영 , 방송 활동, 인문강좌 운영

(1) 극단 활동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참여교수 김재석은 직접 창작극을 공연하여 대구 지역 연극계의 변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6년 10

월,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의 ‘ 이상한 엄마 ’ 의 극작과 연출을 맡아 대중과 소통하였다 .

(2-1)국내 방송활동 및 언론 매체 활용 (총 98건)

교

수
관련 내용 기사 제목 언론사 게재일

김 인문학 강좌 “조선대, 인문학 콜로키엄 4차례 개최” 머니투데이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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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호

김

재

석

마당극 “관객이 결말 정하는 참여연극 보러 오세요” 대구신문 2016.07.06.

극단 활동

“ ‘ 이상한, 엄마 ’ ‘ 어머니 사랑 ’ 무대 오르는

가족 연극 2편”
매일신문 2016.10.24.

“작은 무대 가득 채운 상상력” 대구신문 2016.10.25.

“극단 함께사는세상의 박연희 1인극 ‘ 이상한 엄

마 ’ ”
뉴스민 2016.11.07.

디지털시대

의

마당극 강연

“울산민예총 문예 아카데미 개설” 울산제일일보 2016.10.24.

김

주

현

신채호

“"단재 신채호 자료 절반 북한에" 목록 공개 ” 뉴시스 2016.11.08.

"남북 공동으로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해야" 동양일보 2016.11.13.

"北, 미공개 단재 친필 원고 방대…남북 공동전

집 편찬하자"
연합뉴스 2016.11.12.

"신채호는 패권 · 강권 파괴와 건설 중시한 아나

키스트"
뉴시스 2016.11.13.

이상

“ ‘ 촛불 행진 ’ 동참했다가 이야기 속에 빠진 사

연”
한국일보 2016.12.17.

“내내 어여쁘소서”… 이상 ‘ 이런 시 ’ 의 진실 노컷뉴스 2017.12.15.

한용운 만해학회 27일 ‘ 만해와 효당 최범술 ’ 세미나 현대불교신문 2017.07.13.

인문학 강좌
문학 ·인문학 터전인 통영 · 경주 등 향해 ‘ 인문

열차 ’ 달린다
뉴스1 2018.02.20.

남

길

임

신어

“신어 ’ 발표 올해부터 중단… 왜?” 국민일보 2016.10.10.

“신조어 73%는 10년 지나면 안 쓰여” KBS 2017.01.14.

“떨녀? 당게낭인?.."신조어 73%는 10년 지나면 안

쓰여”
연합뉴스 2017.01.14.

“신조어 10개 중 7개는 '10년안에 소멸'” 한라일보 2017.01.14.

“신조어 10년은 고사하고, ‘ 세젤예 ’ 라도 알면

…”
업다운뉴스 2017.01.14.

[신조어의 세계] 분명 우리말인데…외국어보다

높은 ‘ 언어 장벽 ’
경향신문 2017.02.17

‘ X세대 ’ 부터 ‘ 흙수저 ’ 까지 … 신어로 본 한

국사회
동아일보 2017.03.20.

이태백→88만원 세대→이생망 … 사회불만 표현

수위 높아져
동아일보 2017.03.20

한국어와 한

글

“한국선학회 ‘ 불교와 한글, 한국어 ’ 국제학술

대회”
불교저널 2016.07.19.

저서
“[신간] 방랑하는 여인 외” 매일일보 2016.08.04.

[새책]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석 인천일보 2017.08.22

백

두

현

공공언어
“아마존? 별다줄! 과도한 공공기관 줄임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시아경제 2016.09.27.

지역어 “이북말 쓰면 낮잡아봐 면접땐 서울말 쓰야지비” 아시아경제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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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문화

“아재개그의 부활” 대구일보 2016.05.17.

경북대,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

과 보편성 ’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시아뉴스통

신
2017.11.02.

기관 협력

및 교류

“전남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상호교류 특강”
국제뉴스 2016.06.08.

“전남대-경북대 BK21 상호 교류 특강” 한국대학신문 2016.06.09.

삼국유사 “著者 일연 의도 모른채 대폭 수정 어려워” 조선일보 2016.09.12.

목간 자료 6세기 신라 목간에 文人 · 周公 글자 기록 매일신문 2017.10.18.

한글

“국립대구과학관, 한글날 기념 특강 개최” 국제뉴스 2016.10.06.

“위대한 우리 글자의 가치, ‘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일까? ’ ”
국제 i저널 2016.10.06.

“훈민정음 반포 570돌…대구 곳곳서 기념행사”
아시아뉴스통

신
2016.10.06.

국보 제 70호 ‘ 훈민정음 ’ 관련 학술토론회 금강일보 2017.12.12

어휘와 문화

“세계김치연구소, ‘ 제4회 김치학 심포지엄 ’ 개

최”
식품저널 2016.10.14.

세계김치연구소 “조선 전기, 김치에 젓갈”… 조

선시대 조리서에 기록
부산일보 2017.10.30.

한글문화 관

련

“한류의 시작, 한글과 한글문화 토론회 개최” 뉴스1 2016.12.15.

“제대로 쓰는 말글, 우리의 품격이다” 대구일보 2016.10.13.

한국어 교육
경북대 백두현 · 정우락 교수 원고, 북경대학교

‘ 고급한국어 ’ 교재에 수록
국제뉴스 2017.09.15.

음식조리서

“[경북, 정체성을 말한다]17. 고조리서로 본 경

북의 한식”
경북일보 2017.01.19.

“食客열전 제2회 - 고조리서 이야기” 영남일보 2016.03.04.

“고담한 면에 홀리다, 슴슴한 육수에 빠지다” 한겨레 2016.07.14.

“궁중 ·반가음식 복원? 수박 겉핥기식 허상일

뿐”
한국일보 2016.09.26.

“개고기는 문화다”
시사뉴스투데

이
2016.11.10.

가장 오래된 ‘ 젓갈김치 ’ 기록을 찾았다 대한급식신문 2017.11.06

가장 오래된 한글 음식조리서 추정 <주조침저방>

필사본 발견
중앙일보 2017.09.28.

이

상

규

훈민정음

“훈민정음 안동 해례본 복각” 안동문화방송 2016.05.24.

“안동판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각사업 완료

· · ·특별전시 ·학술대회”
뉴시스 2017.01.19.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원' 일반에 첫 공개” KBS 뉴스 2017.01.24.

박물관 전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 한글을 간직하다'

주제 특별 전시”
매일신문 2017.01.2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절반 '보이는 수장고'

지어 파주로”
한국경제 2016.12.20.

저서
“이상규 시인 다섯 번째 시집 ‘ 13월의 시 ’ ” 매일신문 2016.05.15.

[책 CHECK] 오르간 매일신문 2017.12.16.

지역어 “제주어 등 지역어 위한 국립방언연구원 있어야” 제주의 소리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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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 경계 넘어 역사,문화,인류학 종합접근

필요”
제주일보 2016.08.30.

경주문화원, 제2회 경주말 학술발표회 개최 경북일보 2017.11.03.

[571돌 한글날] ‘ 오미가미 ’ ‘ 두드리소 ’ 친숙

한 사투리의 재발견
매일신문 2017.10.09.

한글 세계화

이명수 의원, “한글세계화 및 한류 문화학산 세

미나” 개최
브레이크뉴스 2017.09.22.

세종학당재단, 몽골에서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

최
재외동포신문 2017.11.10.

‘ 2017한글문화예술제 ’ 내달 7일 개막외솔 최현

배 고향 울산서 ‘ 한글가슴에 품다 ’
울산매일신문 2017.09.27

애산 이인

“독립지사 애산 이인 선생 추모학술대회 열려” 뉴시스 2016.09.22.

“애산 이인 탄신 120주년 학술강연회” 안동문화방송 2016.10.20.

대구시의회, 국가유공자 예우‧복지 증진 토론회 대구신문 2017.02.22.

인문학 강좌
현풍항교 상반기 유림특강 유교신문 2017.03.22.

‘ 대구 시민의 날 ’ 변경 본격 궤도 오르나 뉴시스 2017.11.02.

지역문학

‘ 지역문학 전국시도 문학인 교류대회 ’ 열린다 광남일보 2017.12.21.

우현서루 일제 강제 매각 증거 나왔다 … 이일우

고택서 고문서 발굴
영남일보 2017.02.28.

경주이씨 논복공파 이장가(李庄家) 기념관 개관 경북신문 2017.12.20

[신숙주 바로알기] (1) 신숙주를 ‘ 변절자 ’ 로

만든 건 이광수 ‧박종화의 소설이었다
독서신문 2017,11,01,

정

우

락

인문학 강좌

“[학(學)으로 본 ‘ 70 ’ ] 인문학 속의 ‘ 70 ’ ” 매일신문 2016.07.06.

“경북대,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릴레이 인문학

강좌 열어. . .”
아시아투데이 2016.10.2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전통문화와 인성 ’ 시

민 강좌
영남일보 2017.11.08.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시민강좌 개최 뉴스웨이 2017.10.18.

경북대,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릴레이 인문학 강

좌 열어
국제뉴스 2017.09.01.

경북선비

아카데미
“성주문화원, 경북선비아카데미 개강” 대구신문 2016.07.06.

구암 이정
“사천문화원, 2일 구암 학술세미나 개최” 서경방송 2016.12.02.

“ ‘ 구암사상 ’ 세상 밖으로 나오다” 내외일보 2016.12.06.

무흘구곡에

대한 문화론

적 접근

“아름다운 시에 담긴 무흘구곡의 문화론적 재조

명”
브레이크뉴스 2016.11.01.

“한국문학언어학회, 기획학술대회 개최” 뉴시스 2016.11.01.

설날특집다큐, “나는 무흘로 간다” 기획 및 출연 tbc대구방송 2017.01.28.

271-384



기관 협력

및 교류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호남학연구원과 학술 교

류 협약 체결
KNS뉴스통신 2017.02.17.

남명 조식

[신년기획] 남명의 발자취, 경남의 얼굴로 경남일보 2018.01.01.

경북대 퇴계연구소 · 남명학연구원과 공동 학술대

회 개최
국제뉴스 2017.10.13.

“남명사상, 경남 정신브랜드로 육성” 부산일보 2017.12.07.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 남명학의 학술문화공간,

덕천 서원 ’ 학술대회 개최
유교신문 2017.08.05.

지역 정체성

경북대, 전남대와 ‘ 영호남의 가족문화와 지역

정체성 ’ 연합 학술대회 개최
국제뉴스 2017.12.21.

전남대-경북대, 영호남 상생 협력 위한 교류 강

화
노컷뉴스 2017.08.23.

“의성 진문사 역사적 가치 연구 필요” 대구신문 2017.07.05.

한 권 한 권 ‘ 문화저축 ’ 21년…96년생 ‘ 향토

와문화 ’
영남일보 2017.06.16.

선비문화
[선비정신의 미학(20)] 전국 유림의 독립청원서

초안 작성한 회당(晦堂) 장석영
월간중앙 2017.11.06.

영남의 출판

문화

경상감영 제작 목판 ‘ 영영장판 ’ 통해 대구 경

북 상생협력 장 마련
NSP통신 2017.05.19.

필사본 고소설 유일본 내일 전국 학술대회 대구일보 2017.04.26.

콘텐츠 개발
경북대서 세종대왕자태실 세계유산 등재 학술대

회 열어
매일신문 2017.09.24.

한국어 교육
경북대 백두현 · 정우락 교수 원고, 북경대학교

‘ 고급한국어 ’ 교재에 수록
국제뉴스 2017.09.15.

최

은

숙

지역문화 경북대-전남대, 연합학술대회 22일 개최 뉴시스 2017.12.21.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우수한 연구역량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 일반 대중들이 어문학 연구 성과를 향

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대중에

게 알리고,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

(2-2) 국외 언론활동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는 2016년 7월에 하북대학교에서 있었던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현지 언론사 대수에 보도되는 등 한국어문학 자산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관련 보도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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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 (총 3건)

- 정우락 , 中韩交流与文学学术交流会举行 (江苏文明网 2016年7月13日)

- 정우락 , 我校举行中韩交流与文学学术交流会 (南通大學報 2016年7月27)

- 정우락 , 梅花樹影下的徘徊 (鹽阜大衆報 2016年9月6日)

(2-3) SNS를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실적

사업단 주최의 강연 및 학술 행사와 관련한 소식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사업단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들을 페이지 관리자로 지정하고 페이지 관리자 앱을 활용하여 ,

진행 중인 사업단의 강연 및 학술 행사를 실시간으로 업로드 함으로써 사업단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과 소

통하였다 . 또한 페이지 상단에 참여 유도 버튼을 추가하여 사업단 참여 인원 및 외부인의 사업단 페이지의

방문을 유도하였다.

- 페이스북 ht tps://www. facebook.com/knuyn (BK21+ 영남지역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3) 각종 인문학 강좌 기획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는 영남의 주요 문화자산인 종가 문화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인

문학적 활동을 수행했다 . 영남유학연구회와 함께 영남의 종가문화를 주제로 영남의 주요 종가를 소개하고

답사하는 등 각종 인문학 강연 및 행사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영남지역의 특유한 종가 문화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정우락 교수는 의료법인인 운경재단과 함께 치유인문학 강좌를 기획하였다 .

‘ 가정을 살리자 ’ 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 강연과 행사들로 구성된 치유인문학 강좌에는 병원의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하여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참여하였고 , 대중들에게 인문학이 지닌 치유력을 경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4) 사투리 및 신어의 발굴 홍보, 기타

(1) 사투리 발굴 등 지역 밀착 문화 홍보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이상규 , 김덕호 교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어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하

고 있다. 이는 대중들의 언중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다 . 특히 김덕호 교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및 지역 5개 대학과의 공동연구로 지역어보완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

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크게 경기도 , 강원도 , 경북, 경남 , 전북 , 전남, 충북 , 충남 , 제주도로 나눠진다 . 이

중 경북 지역 중 영천 , 영일, 영덕, 김천 등을 재조사하여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 우

리말샘 ’ 에 등재된 지역어 방언 감수 작업을 하고 있다 . 이 작업은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일반 시민이

등재된 것을 감수하는 작업이다 . 이 작업을 통해 올바른 방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김덕호 교수는 국립국어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국어문화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 학교, 병영 , 교도소 등의 기관을 찾아가서 일반인들의 국어 활용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어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 아울러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경북대학교 내 국어문화원을 운영함

으로써 대학생 및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 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

- 2016년 지역어 정보 활용체계 구축,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 2016.10-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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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지역어 보완조사 ,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 2017.4-2017.12.

- 2016년도 국어문화원 운영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사업 , 2016.03.01.-2016.12.31.

- 2017년도 국어문화원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사업 , 2017.03.01.-2017.12.31.

(2) 신어 발굴 및 홍보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한 신어 조사 사업(연구책임자:남길임)은 당해 연도에 새롭게 출현하여 사용된 어휘를

조사하고 최근 신어의 사용 양상과 10년간의 사용 추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학술적 연구로서의 의의뿐만 아

니라 일반 언중들의 언어 사용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실용적, 대중적 가치를 갖는다 . 국립국어원의 신

어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어 관련 연구 성과 및 언론보도(국민일보 2016년 101월 10일자 ‘ ’ 신

어 ’ 발표 올해부터 중단. . .왜? ’ , 동아일보 2017년 3월 20일자 ‘ ’ X세대 ’ 부터 ‘ 흙수저 ’ 까지. . .신어로 본

한국 사회 ’ 등)는 신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신어에 대

한 일반인의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 어휘의 올바른 사용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있다 .

또한 신어 사업을 통해 저술한 남길임•이수진(2016, “신어” , 컴북스)은 신어와 관련된 학술적 개념 기술서로

서의 성격과 더불어 대중서로서의 가치를 함께 갖는다 . 이와 같이 ,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어 관련 연구 성과 및 언론보도는 신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

였다.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

- 2016년 신어 조사 및 신어 사용 주기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2016.04.25.-2016.12.21

- 2017년 신어 조사 사업,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 2017. 3. 8.- 2017. 11. 30.

(3) 지역자치단체 및 국가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통한 영남 지역 문화 확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정우락)은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대구 경북의 지역 자치단체

(성주군) 및 국가기관과 연계하여 영남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지난 수년간 경북의 주요 종가를 소개하는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 종가문화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사업

을 진행함으로써 영남 지역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 최근 2년간 진행해온 연계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 경상북도 보조금사업(6차년도)

2015.03.26.-2016.03.25.

-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 경상북도 보조금사업(7차년도)

2016.07.05.-2017.06.30.

-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 경상북도 보조금사업(8차년도)

2017.09.21.-2018.09.20.

-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분야 토대지원사업

2017.03.01-2018.02.2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본 사업단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각종 인문학 강연 및 기획 , 교양도서의 출

판 등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에 노력하였으며 , 언론 매체 및 SNS를 이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

히 하였다 . 또한 지역의 사투리와 신어를 통한 다양한 연구 성과 및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 등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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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활동은 사업단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일반 대중의 어문학 자산의 향유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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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 교육 및 연구

자율지표1

자율지표 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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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어문학 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교과목 운영의 체계화와 연구의 심화를 통한 학술 실적의

증대

- 지역 어문학 관련 교과목 운영 및 커리큘럼의 내실화 및 체계화

- 사업단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활용한 강의 운영 내실화

- 지역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심화와 학술 실적의 증대

- 참여 인력의 연구와 본 사업단의 아젠다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 운

영 및 관리

2.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 어문학 자료의 수집 및 자료의 질서화

- 연 2회 이상 현장 조사 및 현장 실습 진행

- 현장 조사 및 실습 이후 보고서 작성을 통한 지역 어문학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구축된 지역 어문학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 인력의 사업단 아젠다 관련 연구 논문 산출

3. 지역 문화어문학 및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통해 참여 인력의 연구력 심화와 확

대

- 영남의 권역 및 사업단의 연구 추진 단계(자료의 수집 및 질서화→이론 개발 및 연구→실용화 및

국제화)를 고려한 학술대회 기획

-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 발표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제고

- 연 1회 지역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문화어문학 연구 학술대회 개최

4 .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서적 기획 및 발간

- 연 1회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서적 기획 및 발간

5 . 지역 문화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상시적 협의체 구성

- 지역 문화 관련 기관과의 자료 및 인적 교류 확대

- 지역 문화 관련 기관과의 해당 지역 어문학 관련 학술대회 기획

6 . 산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 산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민을 위한 강좌 공동 기획 및 운영

- 산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 문화 정책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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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평가지표

* 선택지표

1.1 사업단의 교육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대비 실적

/ 6.1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

자율지표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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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의 인재 양성 목표는 영남지역에서 생성된 한국어문학 자산을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전문 인

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 그리고 본 사업단이 영남지역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존되어 있는

어문학 자산이 풍부하고 , 전통문화와 관련된 생활문화사적 세계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영남지역

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어문학을 접목시키는 것은 '표준화'와 '획일화 '에 의해 매

몰되어 가는 영남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재발견하여, 한국어문학이 가진 보편적 가치를 추출하는데 있다 . 그

리고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어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본 사업단은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과 밀

착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이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 지역 어문학 교육과 연구를 통한 학술 실적의 증대

1) 지역 어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본 학과 대학원 과정에 지역 어문학 관련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운

영해 왔다. 특히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중에는 영남 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문화어문학 콘텐츠의 발굴과 창조적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론을 탐색하는 <영남지역어문학연구>이 개설된 바

있으며 , 문화어문학적 관점에서 영남지역 어문학의 현장과 문화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

는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지역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이론과 성공사례를 실습하

는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과 같은 과목들이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목들은 사

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단의

노력은 지역어문학 관련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내고 있다 .

- 2016년 2학기 <영남지역어문학연구>(담당교수 : 김덕호) 교과목 개설

- 2017년 1학기 <문화어문학현장실습>(담당교수 : 박지애 , 홍미주) 교과목 개설

- 2017년 2학기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담당교수 : 이정숙) 교과목 개설

- 사업단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활용한 강의 운영 내실화

① 본 사업단 개설 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

② 학생의 성적 확인을 위한 필수조항으로서 강의평가제 강제 시행

③ 강의평가 실시 비율 100% 유지

④ 강의 중간평가 실시 후 결과 반영을 통한 강의 운영 내실화

⑤ 기말 강의평가 실시 후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담당교수의 강의평가 환류 보고서

작성

⑥ 강의평가 결과 및 강의평가 환류보고서를 통해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강의 점검 및 개선 방향

조치

2) 지역어문학 관련 매월 전공별 집담회 개최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전공별 집담회(국어학 , 고전문학 , 현대문학) 지속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최신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대학원생들의 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사업단 주최 전공별 집담회는 참여대학원생의 지역어문학 교육과 연구

에 활용되고 있으며 , 논문 실적의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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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주최 전공별 집담회 : 2016년 1월~12월까지 총 36회 개최

- 사업단 주최 전공별 집담회 : 2017년 1월~12월까지 총 36회 개최

3) 지역 어문학 관련 사업단 참여인력 연구 논문 산출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 밀착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 어문학 자료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산출해 왔다 .

(1) 참여대학원생

- 1894년 경상도 구미 · 선산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 채길순 『웃방데기』와 김용락「하늘

이 내려다보고 있다」를 중심으로(우수영 , 2016)

- ｢윤회설｣에 나타난 김동리의 현실 인식 연구(전계성 , 2017)

-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황명환 , 2016)

(2) 신진연구인력

- 노년층과 청년층의 방언 차이에 대한 연구-경북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홍미주 , 2016)

- 구술연행의 문화적 함의와 공동체성의 회복(박지애 , 2017)

-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타난 道統구현 양상과 그 의미-「黃南別曲」과 「黃山別曲」을 중심

으로(조유영 , 2017)

- 채헌의 구곡시가 창작의 보편성과 특수성 - 시적 대상의 표현을 중심으로(조유영 , 2017)

(3) 참여교수

- 한국어 지역 방언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김덕호 , 2016)

-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백두현 , 2016)

-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정우락 , 2016)

-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정우락 , 2016)

- 泰村 高尙顔의 현실인식과 그 문학적 대응(정우락 , 2016)

- 병와 이형상의 <추록언문반절설> 분석(이상규 , 2016)

-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백두현 , 2017)

- 이상정 장군의 육필 유고 <표박기>분석(이상규 , 2017)

-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정우락 , 2017)

- 德山洞府의 문화지리적 상상력 - ｢神明舍圖｣와 '덕산 문화 '의 상관성(정우락 , 2017)

- 서계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 '과 그 의미(정우락 , 2017)

- 東皐 徐思選 詩文學의 공간 상상력과 의미 구조(정우락 , 2017)

2 .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 어문학 자료의 수집 및 자료의 질서화

본 사업단에서는 이론과 현장의 소통을 지향하며 , 이를 통해 영남지역 어문학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육과 연

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그 방법으로써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현장을 탐방하고 , 새로

운 어문학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2년간

의 영남지역 어문학 현장 실습 및 조사와 관련된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북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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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실습1

- 주제 : 권정생 문학과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일시 : 2016년 12월 9일

- 장소 : 경북 안동시 일대(권정생 동화나라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실습2

- 주제 : 경북 출신 문인들의 문학 생성 공간 연구

- 일시 : 2017년 4월 12일

- 장소 : 경북 안동시 및 영양군 일대(안동 이육사 문학관 , 영양 조지훈 문학관 , 주실마을)

(3)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학부생 및 대학원생 공동조사)

- 주제 : 예천 지역의 방언조사 및 <음식디미방>의 ‘ 맛질방문 ’ 어휘와 내용 조사

- 일시 : 2017년 8월 10일

-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맛질마을

(4) 경북 현풍 지역 현장조사(학부생 및 대학원생 공동조사)

- 주제 : 현풍 지역의 방언 조사 및 <현풍곽씨언간>의 주요 지명에 대한 연구

- 일시 : 2016년 8월 23일

- 장소 : 경상북도 현풍면 대리(소례마을)

2) 대구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

(1)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1

- 주제 : 대구 근대와 천주교인 및 지식인 관련 답사

- 일시 : 2016년 12월 28일

- 장소 : 대구 도심 소재 문화어문학 관련 장소(대구 근대역사관 , 경상감영공원 , 계산성당 , 이상화

서상돈 고택 , 계산예가 , 달성공원 , 향토역사관)

(2)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2

- 주제 : 지역 근대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일시 : 2017년 7월 5일

- 장소 : 대구 도심 소재 문화어문학 관련 장소(대구문학관 , 264 작은 문학관 , 희움 역사전시관 , ETC

예술컨텐츠 협동조합 등)

(3)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 답사3

- 주제 : 대구 근대 문인 및 교육 공간 답사 ,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 현장 답사

- 일시 : 2017년 10월 25일

- 장소 : 청호서원 , 무동재 , 구암서원 , DGB 향토문화 테마전

3) 경남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

- 주제 : 경남 함양 거창 일대 문학생성 공간 답사

- 일시 : 2017년 8월 26일~27일

- 장소 : 함양 상림 , 일두고택 , 남계서원 , 농월정 , 수승대(거북바위 · 요수정 · 구연서원) , 갈천서당 ,

가선정 , 농월정 , 수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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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에서는 영남지역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 어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지역 어문학 현장 조사는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현하는 기초작업으로서 가치

를 가진다 .

3 .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 문화어문학과 관련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참여 인력의 연구력을

심화하고 , 연구 성과 검증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술대회는 영남의 권역 및 사업단의 연구 추

진 단계를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

- 2016년 사업단 주최 국내 전국학술대회( 2건)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Ⅲ"(2016 .07.15 .) , "지역 어문학과 매체"(2016.08 .16. )

- 2016년 사업단 주최 국제 학술대회 (1건)

"언어생활과 문화"(2016.11 .17.-18. )

- 2016년 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 6회)

- 2017년 사업단 주최 국내 전국학술대회( 1건)

"지역 어문학과 세계화"(2017 .08.17 .)

- 2017년 사업단 주최 국제 학술대회( 1건)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 그 특수성과 보편성"(2017.11 .09.~2017.11 .10. )

- 2017년 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 6회)

본 사업단은 최근 2년 동안 당초 계획한 것보다 횟수와 규모를 늘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 특히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 어문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지

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인력의 연구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

4 .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저서 발간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수록한 총서를 발간해왔다. <문화어문학이란 무

엇인가>(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에 이어 2018년 2월에는 사업단 학술

총서 3권에 해당하는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 .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여 고전문학의 현장

과 문화적 전통을 분석하였다 . 이번 학술총서 간행에는 신진연구인력인 박지애 , 조유영이 중심이 되어 참여

교수(정우락 , 최은숙)와 참여대학원생(최은주, 김분청, 량짜오, 황명환)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단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 이외에도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 대구를 이야기하다>는 대구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대

상으로 대구지역 문화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저서이다 .

-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 대구를 이야기하다>(한국문화사 , 2017)

-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역락 , 2018.2.28 .)

5 . 지역 문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문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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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각종 공동 사업

을 통해 지역문화를 새롭게 발굴하고 ,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MOU 체결 지역 문화 기관(2개 기관)

: 상주문화원 , 대구시 서구문화원

- 상호 교류 및 협력 동의 기관(11개 기관)

: 대구시 중구문화원 , 수성문화원 , 북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경북 영덕문화원 , 청송문화원 , 경

남 진주문화원 , 사천문화원 , 임고서원 , 남명학연구원 , 동리목월 문학관

- 협약 내용

: 상호간 정보 및 자료 교류 , 협력 기관간의 인적 교류 , 교육 지원 및 학술 연구를 위한 협력 , 연

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협력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

- 구체적 사례

① "운경재단과 함께하는 치유인문학 강연"(2016 .03.-2018.02 .) 참여교수 정우락 기획 , 신진연구

인력 조유영 , 참여대학원생 김소연 등 참여

② "국립국어원 2017년 지역어 보완조사"(2017.04-2017.12.) 참여교수 김덕호 , 참여대학원생 이철희 참

여

③ "국립국어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신어 사용 주기 조사"(2016.04.25.-2016.12.21.) 참여교수 남길임 ,

참여대학원생 이수진 등 참여

④ "경상북도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2016.07.05.-2017.06.30.) 참여교수 정우

락, 참여대학원생 황명환 등

이외 다수

7 . 지역 산관학 연계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연구 진행

본 사업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무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그리고 이러한 영남지역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실무 인력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위

해 아래와 같은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다 .

1) 지역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

- 대구시 안전 정보 관련 비정형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행

- 패션 섬유 산업 관련 빅데이터 분석

-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사업

- 운경재단과 함께하는 치유인문학 강좌 공동 운영

2)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

-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 성주군 가야산 선비산수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

3) 국가 기관과의 연계

-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사업

- 지역 언어 문화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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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문화 기초 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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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 연구과제 참여 실적

자율지표2

자율지표 내용(계획)

285-384



1. 참여대학원생 연구과제 참여 양적 우수성

- 연구 과제 참여 건수 현재 수준 유지

- 학제 간 연구과제 참여의 양적 증가

2. 참여대학원생 연구 과제 관련 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한국어문학 연구를 심화하고 이론적 탐구에 기여하는 성과 산출

- 과제참여를 통한 새로운 자료 발굴 , 이를 통한 연구 영역의 확장

-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참여 대학원생의 학제간 연구 역량 향상

- 문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 성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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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평가지표

* 선택지표

4.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계획 대비 실적(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대비 실

적 포함) / 3.2 ② 진로·경력 개발 지원 실적(참여인력 배출 이후 진로 추적·관리 계획 포함)

/ 4.1 ② 참여대학원생 대표 연구실적의 우수성

자율지표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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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정부 , 지자체 , 대학 등의 기관 펀드 지원을 받는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사업단 참여인

력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 사업단 아젠다의 실천으로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왔다 . 이러한 결과로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연구 과제 수주 실적은 총 31

건이며 , 참여교수의 연구 과제와 타 기관 또는 타 학과와의 융합 연구 과제에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최근 2년간 실적은 총 47건이다 . 국어국문학 및 인문학의 학문 영역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참여 연구과제는 양적 , 질적 측면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과제 참여 실적과 그 의의 ,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의

실적과 의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 참여대학원생 연구 과제 참여 실적의 우수성

◇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연구 과제 참여 실적

연번 성명 연구책임자 전문기관 연구 과제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1 강현아 박윤배 한국연구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
색 시스템 개발 2015.09.01. 2017.08.31.

2 강현아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2016.04.25. 2016.12.21.

3 강현아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7년 신어 조사 2017.03.08. 2017.11.30.

4 김명주 백두현 (재)율촌재단 전통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음식 맛 표현의 연
구 2015.11.01. 2016.10.31.

5 김명주 임지룡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보완 연구 2017.04.24. 2017.12.10.

6 김명주 백두현 한국연구재단 훈민정음의 문화중층론: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해
석 2017.05.01. 2018.04.30.

7 김세연 박윤배 한국연구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
색 시스템 개발 2016.03.01. 2017.08.31.

8 김세연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2016.04.25. 2016.12.21.

9 김세연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7년 신어 조사 2017.03.08. 2017.11.30.

10 김소연 정우락 (사)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 2017.05.01. 2018.12.31.

11 김예니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2016.04.25. 2016.12.21.

12 김예니 임지룡 경북대학교 한국 수어의 도상적 양상과 의미특성 2016.09.01. 2016.12.14.

13 김예니 임지룡 한국연구재단 해석 작용의 언어 층위별 양상과 의미특성 2016.09.01. 2017.04.30.

14 김예니 임지룡 경북대학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해석 2016.09.01. 2017.02.28.

15 량짜오 정우락 경북대학교 종가의 탄생과 경북 종가문화의 특징(1) (2) 2015.12.15. 2016.12.14.

16 량짜오 우인수 한국학중앙연
구원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
화 2016.09.01. 2018.08.31.

17 서은영 남길임 한국연구재단 기능 범주로서의 부정 표현에 대한 말뭉치 주도 연
구 2015.09.01. 2016.04.30.

18 서은영 박윤배 한국연구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
색 시스템 개발 2015.09.01. 2017.08.31.

19 서은영 남길임 중소기업청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2015.11.12. 2016.11.11.

20 서은영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7년 신어 조사 2017.03.08. 2017.11.30.

21 서은영 임지룡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보완 연구 2017.04.24. 2017.12.10.

22 신소윤 정우락 (사)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 2018.01.01. 2018.12.31.

23 신원석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7년 신어 조사 2017.03.08.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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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민주 박윤배 한국연구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
색 시스템 개발 2015.09.01. 2017.08.31.

25 이민주 남길임 중소기업청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2015.11.12. 2016.11.11.

26 이민주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7년 신어 조사 2017.03.08. 2017.11.30.

27 이민주 박윤배 한국연구재단 초중등 과학 수업 담화 말뭉치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2017.09.01. 2018.08.31.

28 이수진 박윤배 한국연구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
색 시스템 개발 2015.09.01. 2017.08.31.

29 이수진 남길임 중소기업청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2015.11.12. 2016.11.11.

30 이수진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7년 신어 조사 2017.03.08. 2017.11.30.

31 이재섭 이봉준(씨
엠월드)

국립국어원 2016년 지역어 정보 활용체계 구축 2016.10.21. 2016.12.20.

32 이지은 박윤배 한국연구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
색 시스템 개발 2015.09.01. 2016.08.31.

33 이지은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2016.04.25. 2016.12.21.

34 전계성 김주현 한국연구재단 근대 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증 2018.01.01. 2018.02.28.

35 전설련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6차년도) 2015.03.26. 2016.03.25.

36 전설련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7차년도) 2016.07.05. 2017.07.04.

37 전설련 정우락 (사)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 2017.05.01. 2018.12.31.

38 전설련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8차년도) 2017.09.21. 2018.09.20.

39 정성희 우인수 (재)한국학중
앙연구원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집성 및 DB화 2016.03.01. 2017.08.31.

40 한송이 이상규 경북대학교 여암 신경준의 저정서 연구 2016.03.01. 2017.02.28.

41 한송이 이상규 국립한글박물
관 소장 한글 필사자료 정리 및 해제 연구 용역 2016.05.20. 2016.11.30.

42 한송이 임지룡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보완 연구 2017.04.24. 2017.12.10.

43 황명환 정우락 경상북도 종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학술연구 타당성조사
용역 2015.10.28. 2016.08.22.

44 황명환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7차년도) 2016.07.05. 2017.07.04.

45 황명환 정우락 (사)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 2017.05.01. 2018.12.31.

46 황명환 정우락 성주군 성주 금석문대관 편찬 2017.09.16. 2017.12.31.

47 황명환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8차년도) 2017.09.21. 2018.09.20.

1) 타 분야와의 학술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 과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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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 과제 중 많은 부분이 인접 학문 분야 혹은 타 학문 분야

의의 학술 교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동 연구 과제에 해당한다 . 이는 융합적․탈경계적 교육을 통

해 전공 간 혹은 학제 간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본 사업단의 하위 비전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는 의의를 갖는다 . 예를 들어 ‘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 ,

‘ 초중등 과학 수업 담화 말뭉치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 , ‘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 등의 사업은 국어학뿐만 아니라 전문용어학 , 컴퓨터공학 등의 인접 분야 , 과학교육 등의 타

분야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제로서 성격을 갖는다 . 특

히 ‘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 사업은 빅데이터 전문 기업과의 공동 연구 개발 과

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 ‘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화 ’ 사업은 역사학 , 문

헌정보학 등의 전공 분야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과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이와 같은 다양

한 학문 분야와의 협업 연구에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참여대학원생들이 함

께 참여함으로써 타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학술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2) ‘ 한국어문학 자료의 질서화와 이론화 ’ 의 연구 기반 DB 구축 성격의 연구 과제 참여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사업 중 ‘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집성 및 DB화 ’ , ‘ 과학용

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 , ‘ 초중등 과학 수업 담화 말뭉치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 등의 사업은 토대 연구급 규모의 대형 연구 과제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자료를

집성하는 ‘ 신어 조사 사업 ’ , ‘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 ’ 등과 함께 대규모의 어문

학 DB 구축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연구 기반 DB 구축 사업 목록>

ㄱ .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화

ㄴ . 경북 주요 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

ㄷ .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

ㄹ .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ㅁ . 초중등 과학 수업 담화 말뭉치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ㅂ .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ㅅ . 2017년 신어 조사

ㅇ . 2016년 지역어 정보 활용체계 구축

ㅈ .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ㅊ . 소장 한글 필사자료 정리 및 해제 연구 용역

참여대학원생의 대규모 DB 구축 사업 참여는 연구 기반 및 연구 대상 자료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 DB 구축 방법론을 비롯한 어문학 자료의 내적 연구뿐만 아니라 외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 또한 본 사업단의 주요 하위 목표인 ‘ 한국

어문학 자료의 질서화와 이론화 ’ 를 달성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동시에 참여대학원생들

이 참여한 이 사업들은 ‘ 공간적 지역성과 국부성을 통한 보편적인 이론 체계 탐구 ’ 라는 본 사업단

의 주요 비전을 실천하는 어문학 DB 구축 사업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거시사에 대비되는 미시사로

서 ‘ 조선시대 생활사 ’ 에 대한 탐구 , 국가적․민족적 범주라는 거시 범주와 대비되는 가족 및 종가

범주라는 국부적 범주 맥락을 통한 탐구 , 그리고 최근 10년 내외의 미시적 언어 변화를 탐구하는 신

어 사용주기 조사를 통한 미시적․국부적 어휘 사용 맥락에 대한 탐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 한국어문학 자료의 질서화와 이론화 ’ 및 ‘ 공간적 지역성과 국부성을 통한 보편적인 이론 체계

탐구 ’ 라는 본 사업단의 비전 실천의 의의와 연구 기반 자료로서의 DB 구축 사업으로서의 의의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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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과제 참여는 ,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 연구 과제와 관련된 참여대학원

생의 연구 성과 산출로 이어진다 .

2 . 참여대학원생 연구 과제 관련 연구 성과 실적의 질적 우수성

1) 학술저서

저자중
참여대학원생

학술저서 관련 연구과제

이수진 남길임(참여교수) · 이수진(참여대학원생) , “신
어”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08 .10.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황명환 정우락(참여교수) · 황명환(참여대학원생) 외 ,
“한국 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 역락 ,
2017 .02.28 .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
문화 자료집성 및 DB화
종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학술연구 타당성조사용역

“신어”는 연구책임자인 남길임 교수와 참여대학원생 이수진이 함께 참여한 연계 연구 활동의 성과

물이며 ,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참여한 신어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한 DB와 그에 대한 분석의 산물이

다 . 신어를 둘러싼 언어 외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신어 생성의 방법과 원리 , 신어에 대한 언중의 인

식 , 신어 조사의 역사 , 최근 생성된 신어의 특성 등을 고찰했다 . 연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신어와 관련된 언어학적 쟁점과 연구 성과를 소개한 학술 서적으로서의 연구 성과에 해당하는 동시에 ,

신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국어교사 등의 독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된 학술용어의 개념을 풀어놓은 실용서적의 성격도 가짐으로써 , “일상생활이 소통하는 ‘ 활학(活學

) ’ 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 .

“한국 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은 ‘ 활학을 위한 고전문학 연구 ’ 라는 하위 분과에서의 사업단 비전

실천을 위해 기획한 연구 저서이다 . 참여대학원생인 황명환은 ‘ 허주 이종악의 한시에 나타난 가문의

식과 사회 문화적 의미 ’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해당 연구 저서 집필에 참여하였다 . 이는 ‘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집성 및 DB화 ’ 사업과 ‘ 종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학술연구 타당성조사

용역 ’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술한 연구 성과로 종가문화가 지닌 위상을 고려하여 종손의 문학에

나타난 가문 의식과 그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영남지역의 문

학 작품을 가족이라는 관계적 맥락 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주요 비전을 관

통하는 연구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다 .

2) 학술논문

저자중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 관련 연구과제

황명환 백두현(사업단장) , 황명환(참여대학원생) , ‘ 종가문
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 , “영남학”
30, 2016.08.

종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학술연구 타당성조사용역

이수진 이수진(참여대학원생) , ‘ 신어조사의 실제 ’ , “말과
글” 149, 2016.12.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
기 조사

이수진 남길임(참여교수) , 이수진(참여대학원생) , 최준(신
진연구인력) ,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 “한국사전
학” 29호, 2017. 05.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
기 조사
2017년 신어 조사

서은영 서은영(참여대학원생) , ‘ 의류 상품평 텍스트에 나
타난 감성표현 연구- 의미 특성, 극성, 속성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 , “어문론총” 71, 2017.09.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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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과 사업단장이 함께 연구한 ‘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 는 연구

과제 ‘ 종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학술연구 타당성조사용역 ’ 수행 후 산출된 것으로 ,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 종가문화 ’ 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어문학 자산의 학술적 , 일반적 가치를 분

석한 연구 논문이다 .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융합적

인 시각에서 탐구하고자 한 논의로 , ‘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 ’ 이라는 본 사업단

의 아젠다를 실현하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

‘ 신어조사의 실제 ’ 와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한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 수행 후 산출된 것으로 , 이를 통해 구축

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어조사의 방법론과 신어의 양상 등을 논의한 연구이다 . ‘ 신어조사의 실제 ’ 는

일차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신어 조사가 왜 필요한 것이며 , 실제로 신어가 어떻게 수집되고 조사되

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 또한 ‘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

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 은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이 공동

으로 진행한 연계 활동의 대표적인 산출물로서 의의를 갖는다 . 이 연구는 10년 단위의 미시적 , 통시

적 언어 연구로서 온라인상의 구체적인 언어 맥락에서 개별 신어들이 사용되는 추이를 분석한 논문으

로 , “일상생활이 소통하는 ‘ 활학(活學) ’ 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

한다 .

‘ 의류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표현 연구 ’ 는 ‘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

사업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 서은영의 연구 논문으로 해당 사업은 빅데이터 민간 업체와 한국패션연

구원과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팀이 협업하는 산관학 R&D 사업의 한 부분으로 , 어패럴 분야의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 말뭉치를 구축하여 감성표현으로서 판단되는 단어 및 구 단위 어휘 항목을 추출하여

그 극성을 수치화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 그에 따라 어패럴 감성 어휘의 분류 체계를 마련한다 . 서은

영의 연구논문은 사업 과정에서 산출되는 감성표현 어휘 항목을 분류하고 분석한 논문이다 . 언어학

분야에서 그 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주변적 언어인 웹말뭉치 그 중에서도 비격식적 언어 사용의 대표

적 사례인 상품평 말뭉치를 대상으로 실제적 언어 사용 맥락에 초점을 둠으로써 “일상생활이 소통하

는 ‘ 활학(活學) ’ 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실현한 논문으로 그 의의를

갖는다 .

3) 국제학술대회 발표

저자중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관련 연구과제

이수진 K i l i m Nam(참여교수) , Su j i n Lee(참여대학원생) , Hae
-Yun Jung(참여대학원생) , and Jun Cho i (신진연구인
력) , ‘ The L i f e and Dea th of Neo l og i sms: On Wha t
Bas i s Sha l l We Inc l ude Neo l og i sms i n the
D i c t i onar y? ’ , The XV I I EURALEX In ter na t i ona l
Congress, 조지아, 2016. 09. 05-2016.09.11.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
기 조사

정해연 Jun Cho i (신진연구인력) , Hyun- j u Song, Hae-Yun
Jung(참여대학원생) , and K i l i m Nam(참여교수) . ‘ A
me thodo l ogy for ex t r ac t i ng sc i en t i f i c ter ms for
educa t i on f r om a sc i ence tex tbook corpus ’ , BAAL
Vocabu l ar y S IG 2016, 2016.07.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
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정해연
강현아
김세연

Jun Cho i (신진연구인력) , Hae-Yun Jung(참여대학원
생) , Hyeonah Kang(참여대학원생) and Se i yeon
K i m(참여대학원생) , ‘ Repor t on the Au toma t i c
Ex t r ac t i on of Kor ean Sc i en t i f i c Phr asa l Ter m
Cand i da tes, w i th a Focus on Sc i ence Tex tbook
Corpus ’ , Cor pus L i ngu i s t i cs In ter na t i ona l
Confer ence 2017, 2017.07.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
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이민주 이민주(참여대학원생) , ‘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
성의 비유 표현 연구 ’ ,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7. 11.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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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The L i f e and Dea th of Neo l og i sms: On Wha t Bas is Sha l l

We I nc l ude Neo l og i sms i n the D ic t i onary? ’ 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한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 수행 후 산출된 것으로 , 10여 년에 걸친 신어 사용 주기를 분석하여 신어의 탄생과 성장

소멸 등으로 유형 분류하고 , 이를 통해 사전에 등재할 수 있는 신어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논의로

서 , 본 사업단의 주요 하위 사업 목표인 ‘ 한국어문학 자료의 질서화와 이론화 ’ , ‘ 한국문화어문학

의 세계화 ’ 의 연구 성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 또한 해당 논문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연구책임

자로 참여한 연구 용역 사업에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 산출한 국제적

연구 성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

2016년과 2017년에 발표한 ‘ A methodo l ogy f or ext ract i ng sci en t i f i c terms f or educa t i on f rom

a sci ence tex tbook corpus ’ 과 ‘ Repo r t on the Automat i c Ext ract i on of Korean Sci en t i f i c

Phrasal Term Candi da tes, w i t h a Focus on Sci ence Tex tbook Corpus ’ 등의 2편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 사업의 연구 성과로서

과학 텍스트에서의 전문 용어 후보 목록의 자동 탐색 방법론을 논의한 발표문이다 . 학술적 연구 결과

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검색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 논의로서 , “일상생활이 소통

하는 ‘ 활학(活學) ’ 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실천한 논문으로서 그 의

의를 갖는다 . 또한 이 중 ‘ Repo r t on the Automat i c Ext ract i on of Korean Sci en t i f i c Phrasal Term

Candi da tes, w i t h a Focus on Sci ence Tex tbook Corpus ’ 는 신진연구인력 1인과 석사과정생 2인을 포

함한 참여대학원생 3인의 연계 연구활동의 결과물로서 그 의의를 더한다 .

‘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 ’ 는 ‘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

발 ’ 사업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 이민주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으로 해당 사업은 빅데이터 민간 업체

와 한국패션연구원과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팀이 협업하는 산관학 R&D 사업의 한 부분이다 . 비유적

표현을 통한 감성의 표상 양상을 분석하였다 . 언어학 분야에서 그 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주변적 언

어인 웹말뭉치 그 중에서도 비격식적 언어 사용의 대표적 사례인 상품평 말뭉치를 대상으로 실제적

언어 사용 맥락에 초점을 둠으로써 “일상생활이 소통하는 ‘ 활학(活學) ’ 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

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실현한 성과로 그 의의를 갖는다 . 이상의 4편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은

ㄱ)사업단 아젠다 실천 창구로서의 연구 과제 수행 및 참여 , ㄴ) 연구 성과 산출 , ㄷ)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의 국제화라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사업단의 비전 실현을 확대하였다는 점에

서 큰 의의가 있다 .

이상에서 기술한 참여대학원생들의 저서 , 연구 논문 ,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등의 산출에서 확인할

수 있듯 , 참여대학원생들은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신어 , 종가 관련 저서 및 논문 , 신어

및 과학용어 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 특히 당대

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는 신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다수 산출하였고 , 국제 학술대회에서

신어 관련 발표를 하여 한국의 신어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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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중화

자율지표3

자율지표 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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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체계 기관의 확장을 통한 강연의 특성 다변화

- 협력기관의 양적‧질적 확충 및 다양화

2. 대중 교양저서 간행을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적 교류

- 연차별 1편 간행

3.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칼럼, 기고문 , 인터뷰 기사 등 게재 및 SNS 게시 활성화

4.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

- 한국어문학의 외국어 번역 및 국제적 대중화 활동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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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평가지표

* 선택지표

6.1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

자율지표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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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연구 대중화를 위한 활동은 활발했으며, 그 역량 또한 뛰어나다 . 본 사업단에서는 참

여교수의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할 여러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에 힘써 왔으며 , 그 결과 다양한 협력기

관 및 협력 체계가 확충되었다. 협력기관의 확장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문학 강연

및 강좌를 개설하였다 . 또한 대중 교양저서를 간행하여 연구 성과의 대중적 교류에 힘썼으며 ,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칼럼 및 기고문, 인터뷰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의 대중화를 모색하였다. 나아가

사업단의 해외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한국어문학 연구 성과에 대한 국제화를 시도하였고, 한국어문학 자산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 언론 매체를 활용한 대중화 활동도 점차 증가하였다.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의 연구 대

중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협력체계 기관의 확장을 통한 강연의 특성 다변화

본 사업단에서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거나 협력기관으로서 연계함으로써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공유해 왔으며 , 최근 2년간엔 보다 다양한 협력기관을 확충하였다.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중 인문학

강연 등 연구 성과 대중화를 모색하였다 . 이러한 시도는 참여교수뿐 아니라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대중인문학 강연 사례의 증가로 이어졌다 . 아래는 최근 2년간 본 사업단의 협력기관의 확충 및 대중강연과

관련된 내용이다 .

1) 협력기관의 양적‧질적 확충 및 다양화

- 김주현 , ‘ 동리목월기념사업회 ’ 임원으로 동리목월에 대한 각종 사업 자문 등 협력

- 백두현 , 한글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한글 문헌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 백두현 , 경북도청과 삼국유사 , 지명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 백두현 , 세계김치연구소와의 김치 어휘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 백두현 , 율촌재단과의 전통음식조리서 관련 협력체계 구축

- 정우락 ,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정우락 , 선비문화연구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2) 대중 강연 실적 (총 65건)

(1) 참여교수

- 김덕호 ,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활용에 대하여 , 조선대학교 인문학 강좌, 2016.06.09.

- 김덕호 , 방언 문화의 창의적 활용, 대구능인고등학교 인문학 강좌 , 2016.07.13.

- 김주현 , 혁명가 신채호와의 대화 , 대구 안심도서관 , 2016.10.26.

- 김주현 , 분단을 넘어-한 월남민의 길 찾기- 최인훈의 <광장>, 경북대학교 , 2017.06.27.

- 백두현 ,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이야기 , 합천군 제2청사 , 2016.05.13.

- 백두현 , 안동을 배경으로 한 음식조리서와 음식 문화 , 경북도립 안동도서관, 2016.06.21.

- 백두현 , <음식디미방> 맛질방문의 ‘ 맛질 ’ 위치 확정 , 예천문화원, 2016.07.05.

- 백두현 , 훈민정음에서 배우는 교훈 , 영천 임고서원 , 2016.07.28.

- 백두현 ,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인가 , 국립대구과학관 , 2016.10.08.

- 백두현 , 한글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과제 , 국립국어원, 2017.04.27

- 백두현 , 예천의 한글 문헌 , 예천문화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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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 안동의 유물 , 수운잡방 , 한국국학진흥원, 2017.09.12

- 백두현 ,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안동대학교, 2017.09.26

- 백두현 ,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인가 , 대구동구문화재단안심도서관, 2017.10.13

- 백두현 , 훈민정음과 한글편지 , 임고서원 , 2017.10.19

- 백두현, 음식디미방과 한글 편지로 보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음식문화 , 국립경주박물관 , 2017.10.06.

- 이상규, 유학교육의 가능성과 미래, 현풍향교 유림교육원 , 2017.03.22.

- 이상규, 한국어 세계화 방향, 세종학당재단, 2017.11.10.

- 이상규, 가을밤의 문학기행 , 경북도립대학창업보육센터 , 2017.11.21.

- 정우락 , 경북의 종가문화 , 경산문화원, 2016.04.20.

- 정우락 , 삼국유사-원시와 문명사이 , 군위여성회관 , 2016.05.03.

- 정우락 , 영남지성사, 그 회통의 의미, 월봉서원 , 2016.05.13.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 아이쿱상주협동조합, 2016.05.16.

- 정우락 , 영남학과 지역학 , 경북대학교 인문대 211호 , 2016.06.11.

- 정우락 , 도산서원의 문화론적 접근 , 영덕문화원 , 2016.06.17.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 2016.07.07.

- 정우락 , 종가의 탄생과 경북의 종가문화 , 칠곡문화원 , 2016.08.05.

- 정우락 , 한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 성주문화원, 2016.08.16.

- 정우락 , 한강선생 휘호대회 , 성주체육관 , 2016.10.08

- 정우락 , 물 즐기다: 샘의 노래 개울의 노래 , 세계물포럼 , 2016.10.19.

- 정우락 , 산수와 벗하다 , 국학진흥원 , 2016.10.25.

- 정우락 , 남명학의 생성공간 , 솔대학 , 2016.10.25.

- 정우락 , 한문학의 문화어문학적 재발견, 경상대 한문학과 , 2016.11.24.

- 정우락 , 백두대간 속리산권 구곡동천에 대하여 , 상주문화원 , 2017.02.10.

- 정우락 , 강으로 읽는 영남학 , 경북대 인문대 코어, 2017.04.10.

- 정우락 , 선비의 여가와 풍류, 경산문화원, 2017.04.01

- 정우락 ,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칠곡문화원, 2017.07.05

- 정우락 , 삼국유사 , 원시와 문명 사이, 군위문화원, 2017.08.01

- 정우락 , 조선의 지조 , 남명 조식 , 성주문화원 , 2017.08.08

- 정우락 , 영남유학의 특징과 강안학 , 칠곡문화원 , 2017.09.07

- 정우락 , 조선조 선비들의 풍류, 상주향교 , 2017.10.16

- 정우락 , 자연이 전하는 심성의 소리 , 고려대학교, 2017.11.03

- 정우락 , 퇴계와 남명 사이 , 대구한의대 , 2017.11.20

- 정우락 , 사천유학의 특징과 구암학 연구의 의의 , 사천문화원, 2017.12.09

- 정우락 ,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가와 풍류, 경북대 열린인문학, 2017.12.16

- 정우락 , 과인문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 경북대 교수학습센터, 2018.01.15.

(2) 신진연구인력

- 박지애 , 문학,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힘, 합천중 , 2017.07.14.

- 박지애 , 삶과 치유의 문학 , 대구성화여고(경북대 인문학술원 인문학교실) , 2017.08.29.

- 배지연 , 생로병사의 인문학, 대구시청(대구시민대학) . 2017.04.13.

- 배지연 , 문학과 삶의 비전 , 대구교도소(경북대 인문학술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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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연 , 길 위의 시인들과 감정 혹은 기억 , 두류도서관(길 위의 인문학) , 2017.07.22.

- 배지연 , 상화와 육사의 문학 공간, 경북대학교 박물관(경북대 인문학술원) , 2017.11.04.

- 배지연 . 대구의 문화지도 그리기 , 대구시청(대구시민대학) , 2017.12. 26.

- 배지연 , 책 읽는 사람들 호모부커스 , 대구경상고, 2018.12.28.

- 배지연 , 포스코와 산업화 , 그리고 난쏘공 , 포항포은도서관(경북대 인문학술원) ,2018.01.27.

- 조유영 , 경북 선비의 풍류문화 , 상주문화연구소 , 2017.05.16.

- 조유영 , 조선 선비들이 찾은 이상향-구곡문화 , 상주향교 , 2017.10.12.

(3) 참여대학원생

- 김명주 , 공공언어 바로 쓰기, 대구서부소방서(국어문화학교) , 2016.09.20.

- 김명주 , 병영언어예절, 육군 제5837부대 6대대(국어문화학교) , 2017.07.27.

- 제갈덕주 , 공공언어 바로 쓰기, 대구동구청(국어문화학교) , 2016.09.03.

- 제갈덕주 , 병영언어예절, 공군 제16전투 비행단(국어문화학교) , 2016.10.10.

- 제갈덕주 ,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법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국어문화학교) , 2016.10.11.

- 최은주 , 농암 이현보를 통해 본 효 정신, 한국국학진흥원 , 2017.10.11.

- 황명환 , 명심보감 읽기 , 대구경북인문학협동조합 인문학고전 기획 강좌 , 2016.12.13.~15.

- 황명환, 논어‧명심보감‧한국고전문학‧지역문화어문학,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활동가사업 ,

2017.11.01.~2018.02.28.

2. 대중 교양저서 간행을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적 교류

본 사업단에서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은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탐구함으로써 학문과 일상의 소통을 모색한다 .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교양저서로 간행

함으로써 대중적 교류를 시도하였다. 최근 2년간 사업단 참여인력(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이 주도한 대중

교양저서는 총 5건으로서 ,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백두현, 김덕호 , 남길임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0910.

이 책은 ‘ 대구일보 ’ 에 게재되었던 우리말글에 대한 글들을 일반 대중이 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간행한 것

으로 ,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일반 대중이 궁금해 하거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어 능력 올리기 방법에 대한 글도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

어가 한국 사회 및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 한국어에 대한 지식

과 이해를 확충하고 , 한국어에 담긴 한국인의 생각과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상규, <13월의 시>, 작가와비평, 20160515.

국어학을 전공하는 이상규 교수는 시, 소설 , 수필 등을 저술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4차년도에는

시집 <13월의 시>를 간행하여 현대인의 기계화된 삶 속에서 원시성을 찾으려는 의지를 노래하였다. 이 시집

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 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이상규, <오르간>, 도서출판지혜,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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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어학자인 이상규 교수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낸 여섯 번

째 시집이다 . 1978년 '현대시학 '에서 시인으로 추천, <종이나발>, <대답 없는 질문>, <거대한 집을 나서며>,

<헬리콥터와 새>, <13월의 시> 등의 시집을 출간한 이상규 교수는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터득 ,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 미(美)를 발견하는 계기를 시를 통해서 찾고자 하였다 .

4) 배지연 외,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대구를 이야기하다>, 한국문화사 , 20170110.

이 책은 대구의 공간을 중심으로 문학 , 인물, 사건, 음식, 산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대구 지역 인문학자

들의 시각을 담고 있다 . 약전골목 , 팔공산 등의 장소와 대구의 음식과 문화에 담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

험을 소환하고 새로운 만남을 시도한 책이다 . 특히 대구 출신 작가 , 대구를 배경으로 한 문학 텍스트와 삶의

공간인 대구의 문화를 인문학적 시선에서 이해하고 앞으로의 지역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였다 .

이는 영남 지역의 어문학 자산 및 문화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단의 아젠

다에 부합하는 동시에 , 대중에게 지역 관련 문학 및 문화 전반에서 인문학적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5) 배지연 외,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대구인물을 이야기하다>, 한국문화사 , 20180228.

이 책은 대구 전반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시각을 그린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대구를 이야기하

다>의 후속편으로서, 대구지역의 인물을 주제로 인문학적 담론을 풀어낸 책이다 . 대구의 역사적 인물뿐 아니

라 현재 대구의 인문학 연구자들과 책 읽는 사람들을 조명함으로써 대구의 인물을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

를 조망하고 있다, 근대 문인 이장희와 그의 문학, 대학이나 학문적 영역의 글쓰기와 책읽기를 넘어서는 보

통 사람들의 일상적 책읽기에 관한 이야기 등은 어문학의 학문적 영역을 넘어 일상과의 소통을 보여주고 있

다.

3.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우수한 연구역량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 일반 대중들이 어문학 연구 성과를 향

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 최근 2년간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의 대중화

를 모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활동 및 언론 매체를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실적 (총 99건)

교수 관련 내용 기사 제목 언론사 게재일

김덕

호
인문학 강좌 조선대, 인문학 콜로키엄 4차례 개최 머니투데이 2016.04.19.

김

재

석

마당극 관객이 결말 정하는 참여연극 보러 오세요 대구신문 2016.07.06.

극단 활동

‘ 이상한, 엄마 ’ ‘ 어머니 사랑 ’ 무대 오르는 가

족 연극 2편
매일신문 2016.10.24.

작은 무대 가득 채운 상상력 대구신문 2016.10.25.

극단 함께사는세상의 박연희 1인극 ‘ 이상한 엄마 ’ 뉴스민 2016.11.07.

디지털시대의

마당극 강연
울산민예총 문예 아카데미 개설 울산제일일보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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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현

신채호

"단재 신채호 자료 절반 북한에" 목록 공개 뉴시스 2016.11.08.

남북 공동으로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해야 동양일보 2016.11.13.

北, 미공개 단재 친필 원고 방대…남북 공동전집 편

찬하자
연합뉴스 2016.11.12.

신채호는 패권 · 강권 파괴와 건설 중시한 아나키스

트
뉴시스 2016.11.13.

이상
‘ 촛불 행진 ’ 동참했다가 이야기 속에 빠진 사연 한국일보 2016.12.17.

“내내 어여쁘소서”… 이상 ‘ 이런 시 ’ 의 진실 노컷뉴스 2017.12.15.

한용운 만해학회 27일 ‘ 만해와 효당 최범술 ’ 세미나 현대불교신문 2017.07.13.

인문학 강좌
문학 ·인문학 터전인 통영 · 경주 등 향해 ‘ 인문열

차 ’ 달린다
뉴스1 2018.02.20.

남

길

임

신어

신어 발표 올해부터 중단… 왜? 국민일보 2016.10.10.

신조어 73%는 10년 지나면 안 쓰여 KBS 2017.01.14.

떨녀? 당게낭인?. .신조어 73%는 10년 지나면 안 쓰여 연합뉴스 2017.01.14.

신조어 10개 중 7개는 '10년안에 소멸' 한라일보 2017.01.14.

신조어 10년은 고사하고, ‘ 세젤예 ’ 라도 알면… 업다운뉴스 2017.01.14.

[신조어의 세계] 분명 우리말인데…외국어보다 높은

‘ 언어 장벽 ’
경향신문 2017.02.17

‘ X세대 ’ 부터 ‘ 흙수저 ’ 까지 … 신어로 본 한국사

회
동아일보 2017.03.20.

이태백→88만원 세대→이생망 … 사회불만 표현 수

위 높아져
동아일보 2017.03.20

한국어와 한글 한국선학회 ‘ 불교와 한글, 한국어 ’ 국제학술대회 불교저널 2016.07.19.

저서
[신간] 방랑하는 여인 외 매일일보 2016.08.04.

[새책]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석 인천일보 2017.08.22

백

두

현

공공언어
아마존? 별다줄! 과도한 공공기관 줄임말 "무슨 말인

지 몰라요”
아시아경제 2016.09.27.

지역어 이북말 쓰면 낮잡아봐 면접땐 서울말 쓰야지비” 아시아경제 2016.03.31.

한국어와

문화

아재개그의 부활 대구일보 2016.05.17.

경북대, ‘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

편성 ’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2017.11.02.

기관 협력 및

교류

전남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상호

교류 특강
국제뉴스 2016.06.08.

전남대-경북대 BK21 상호 교류 특강 한국대학신문 2016.06.09.

삼국유사 著者 일연 의도 모른채 대폭 수정 어려워 조선일보 2016.09.12.

목간 자료 6세기 신라 목간에 文人 · 周公 글자 기록 매일신문 2017.10.18.

한글

국립대구과학관, 한글날 기념 특강 개최 국제뉴스 2016.10.06.

위대한 우리 글자의 가치, ‘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

일까? ’
국제 i저널 2016.10.06.

훈민정음 반포 570돌…대구 곳곳서 기념행사 아시아뉴스통신 2016.10.06.

국보 제 70호 ‘ 훈민정음 ’ 관련 학술토론회 금강일보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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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문화

세계김치연구소, ‘ 제4회 김치학 심포지엄 ’ 개최 식품저널 2016.10.14.

세계김치연구소 “조선 전기, 김치에 젓갈”… 조선시

대 조리서에 기록
부산일보 2017.10.30.

한글문화 관련
한류의 시작, 한글과 한글문화 토론회 개최 뉴스1 2016.12.15.

제대로 쓰는 말글, 우리의 품격이다 대구일보 2016.10.13.

한국어 교육
경북대 백두현 · 정우락 교수 원고, 북경대학교

‘ 고급한국어 ’ 교재에 수록
국제뉴스 2017.09.15.

음식조리서

[경북, 정체성을 말한다]17. 고조리서로 본 경북의

한식
경북일보 2017.01.19.

食客열전 제2회 - 고조리서 이야기 영남일보 2016.03.04.

고담한 면에 홀리다, 슴슴한 육수에 빠지다 한겨레 2016.07.14.

궁중 ·반가음식 복원? 수박 겉핥기식 허상일 뿐 한국일보 2016.09.26.

개고기는 문화다 시사뉴스투데이 2016.11.10.

가장 오래된 ‘ 젓갈김치 ’ 기록을 찾았다 대한급식신문 2017.11.06

가장 오래된 한글 음식조리서 추정 『주조침저방』

필사본 발견
중앙일보 2017.09.28.

이

상

규

훈민정음

훈민정음 안동 해례본 복각 안동문화방송 2016.05.24.

안동판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각사업 완료 · · ·

특별전시 · 학술대회
뉴시스 2017.01.19.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원 ' 일반에 첫 공개 KBS 뉴스 2017.01.24.

박물관 전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 한글을 간직하다 ' 주제

특별 전시
매일신문 2017.01.2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절반 '보이는 수장고' 지어

파주로
한국경제 2016.12.20.

저서
이상규 시인 다섯 번째 시집 ‘ 13월의 시 ’ 매일신문 2016.05.15.

[책 CHECK] 오르간 매일신문 2017.12.16.

지역어

제주어 등 지역어 위한 국립방언연구원 있어야 제주의 소리 2016.08.30.

국어학 경계 넘어 역사,문화,인류학 종합접근 필요 제주일보 2016.08.30.

경주문화원, 제2회 경주말 학술발표회 개최 경북일보 2017.11.03.

[571돌 한글날] ‘ 오미가미 ’ ‘ 두드리소 ’ 친숙한

사투리의 재발견
매일신문 2017.10.09.

한글 세계화

이명수 의원, “한글세계화 및 한류 문화학산 세미나”

개최
브레이크뉴스 2017.09.22.

세종학당재단, 몽골에서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재외동포신문 2017.11.10.

‘ 2017한글문화예술제 ’ 내달 7일 개막외솔 최현배

고향 울산서 ‘ 한글가슴에 품다 ’
울산매일신문 2017.09.27

애산 이인

독립지사 애산 이인 선생 추모학술대회 열려 뉴시스 2016.09.22.

애산 이인 탄신 120주년 학술강연회 안동문화방송 2016.10.20.

대구시의회, 국가유공자 예우‧복지 증진 토론회 대구신문 2017.02.22.

인문학 강좌
현풍항교 상반기 유림특강 유교신문 2017.03.22.

‘ 대구 시민의 날 ’ 변경 본격 궤도 오르나 뉴시스 2017.11.02.

지역문학 ‘ 지역문학 전국시도 문학인 교류대회 ’ 열린다 광남일보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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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서루 일제 강제 매각 증거 나왔다 … 이일우 고

택서 고문서 발굴
영남일보 2017.02.28.

경주이씨 논복공파 이장가(李庄家) 기념관 개관 경북신문 2017.12.20

[신숙주 바로알기] (1) 신숙주를 ‘ 변절자 ’ 로 만든

건 이광수 ‧박종화의 소설이었다
독서신문 2017,11,01,

정

우

락

인문학 강좌

[학(學)으로 본 ‘ 70 ’ ] 인문학 속의 ‘ 70 ’ 매일신문 2016.07.06.

경북대,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릴레이 인문학 강좌

열어. . .
아시아투데이 2016.10.2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전통문화와 인성 ’ 시민

강좌
영남일보 2017.11.08.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시민강좌 개최 뉴스웨이 2017.10.18.

경북대,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릴레이 인문학 강좌

열어
국제뉴스 2017.09.01.

경북선비

아카데미
성주문화원, 경북선비아카데미 개강 대구신문 2016.07.06.

구암 이정
사천문화원, 2일 구암 학술세미나 개최 서경방송 2016.12.02.

‘ 구암사상 ’ 세상 밖으로 나오다 내외일보 2016.12.06.

무흘구곡에 대

한 문화론적 접

근

아름다운 시에 담긴 무흘구곡의 문화론적 재조명 브레이크뉴스 2016.11.01.

한국문학언어학회, 기획학술대회 개최 뉴시스 2016.11.01.

설날특집다큐, “나는 무흘로 간다” 기획 및 출연 tbc대구방송 2017.01.28.

기관 협력 및

교류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호남학연구원과 학술 교류

협약 체결
KNS뉴스통신 2017.02.17.

남명 조식

[신년기획] 남명의 발자취, 경남의 얼굴로 경남일보 2018.01.01.

경북대 퇴계연구소 · 남명학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국제뉴스 2017.10.13.

남명사상, 경남 정신브랜드로 육성 부산일보 2017.12.07.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 남명학의 학술문화공간,

덕천 서원 ’ 학술대회 개최
유교신문 2017.08.05.

지역 정체성

경북대, 전남대와 ‘ 영호남의 가족문화와 지역 정체

성 ’ 연합 학술대회 개최
국제뉴스 2017.12.21.

전남대-경북대, 영호남 상생 협력 위한 교류 강화 노컷뉴스 2017.08.23.

의성 진문사 역사적 가치 연구 필요 대구신문 2017.07.05.

한 권 한 권 ‘ 문화저축 ’ 21년…96년생 ‘ 향토와문

화 ’
영남일보 2017.06.16.

303-384



선비문화
[선비정신의 미학(20)] 전국 유림의 독립청원서 초안

작성한 회당(晦堂) 장석영
월간중앙 2017.11.06.

영남의 출판문

화

경상감영 제작 목판 ‘ 영영장판 ’ 통해 대구 경북

상생협력 장 마련
NSP통신 2017.05.19.

필사본 고소설 유일본 내일 전국 학술대회 대구일보 2017.04.26.

콘텐츠 개발
경북대서 세종대왕자태실 세계유산 등재 학술대회

열어
매일신문 2017.09.24.

한국어 교육
경북대 백두현 · 정우락 교수 원고, 북경대학교 ‘ 고

급한국어 ’ 교재에 수록
국제뉴스 2017.09.15.

최은

숙
지역문화 경북대-전남대, 연합학술대회 22일 개최 뉴시스 2017.12.21.

이외에도 신진연구인력 배지연은 지역 공중파 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패널로 참석하여 지역 어문학 연구

기관으로서 사업단을 알린 바 있다. (대구mbc 시사톡톡 , 우리 아이 책 읽기, 2017.09.03. 방송) 이상에서 살펴

본 바, 본 사업단에서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지속적

으로 노력하였으며 , 일정한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SNS를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실적

- 페이스북 ht tps://www. facebook.com/knuyn (BK21+ 영남지역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사업단 주최의 강연 및 학술 행사와 관련한 소식을 게시하여 사업단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를 이끌었다 .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들을 페이지 관리자로 지정하고 페이지 관리자 앱을 활용하여 , 진행 중인

사업단의 강연 및 학술 행사를 실시간으로 업로드 함으로써 사업단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

또한 페이지 상단에 참여 유도 버튼을 추가하여 사업단 참여 인원 및 외부인의 사업단 페이지의 방문을 유도

하였다 .

4.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

본 사업단에서는 한국어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다. 사업단의

국외 학술 교류 기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관련 연구자 이외에도 한국어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는 등, 국외 강연을 통해 한국어문학의 국제적 대중화를 꾀하였다 . 그때 참석한 외국인이 다음 해 한

국에 방문하여 본 대학과 사업단을 방문하여 교류한 사례도 있다 . 한편,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를 외

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영남 문화어문학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1) 국외 대중 강연

본 사업단의 참여인력(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들은 국외 기관 및 대학 등에서 한국어문학과 관련하여 다

양한 방식으로 강연 및 발표함으로써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최

근 2년간 국외 대중 강연 실적은 다음과 같다. (총 8건)

- 김주현 , 感知韓國第36回-韓國近現代文學硏究的現況與展望, 北京大學 朝鮮語言文化系 外国语学院新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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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160519.

- 남길임 , ‘ Korean Or thography: Past and Future( 한글맞춤법의 역사와 현재) ’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24.

- 남길임 , ‘ The Korean Language Viewed through Neol ogisms( 신어로 바라본 한국어) ’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30.

- 배지연, Da i l y L i f e i n Kor ea as seen thr ough C l ass i ca l Kor ean L i ter a tur e(한국 고전문학을 통해 본 한

국인의 삶과 문화)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26.

- 배지연 , Da i l y L i f e i n Kor ea as seen thr ough Con tempor ar y Kor ean L i ter a tur e(한국 현대문학을 통해 본

한국인의 삶과 문화)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26.

- 백두현 , ‘ 훈민정음에 담긴 보편적 가치 ’ ,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20160812.

- 백두현 , ‘ Hunmin jeongum and Hangul ( 훈민정음과 한글) ’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23.

- 백두현 , ‘ Korean Al phabet and Women(한글과 여성) ’ , Ca'Foscari Un ivers i ty, I ta l y, 20170131.

2) 한국어문학의 외국어번역

본 사업단에서는 한국어문학 자산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어 번역에 힘써 왔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문학 교육

교재 개발에 참여하여 외국어로 된 한국어교재를 집필하여 한국어문학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중국어

를 모국어로 하는 참여대학원생이 대구지역의 문화에 관한 저서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자산의 국제화에 활력을 더하였다 . 최근 2년간 한국어문학의 외국어 번역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총 2건)

- 참여교수 백두현 , 정우락이 참여한 ‘ 고급한국어-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와 문화 ’ (북경대학교출판부 ,

2018년 간행 예정) 집필 완료

- 참여대학원생 량짜오 , ‘ 대구음악사 ’ (2018년 간행 예정) , 중국어 번역 완료

3) 국외 언론 활동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는 2016년 7월에 하북대학교에서 있었던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현지 언론사 대수에 보도되는 등 한국어문학 자산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관련 보도 사항은

아래와 같다. (총 3건)

- 정우락 , 中韩交流与文学学术交流会举行 (江苏文明网 2016年7月13日)

- 정우락 , 我校举行中韩交流与文学学术交流会 (南通大學報 2016年7月27)

- 정우락 , 梅花樹影下的徘徊 (鹽阜大衆報 2016年9月6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본 사업단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각종 인문학 강연 활동 , 교양도서의 출판

등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에 노력하였으며 , 언론 매체 및 SNS를 이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

였다 . 이러한 활동은 사업단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일반 대중의 어문학 자산의 향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나 언론 활동 , 한국어문학의 외국어 번역 등을 통해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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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참여교수 현황

산정기간
소속대학원 학과

(부)

성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전임/겸임 교육/분교/기금 외국인/내국인
참여기간

(YYYYMMDD~
YYYYMMDD)

총 참여
개월 수(A)

환산 참여 교수 수
(A/24)

한글 영문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김덕호
Kim

Deok-ho
부교수 남 10035832 전임 내국인

20160301-
20180228

24 1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김재석
Kim, Jae

Suk
정교수 남 10021702 전임 내국인

20160301-
20170630

16 0.6666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김주현 정교수 남 10048375 전임 내국인
20160301-
20180228

24 1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남길임
Nam
KilIm

정교수 여 10041243 전임 내국인
20160301-
20180228

24 1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백두현
PAEK
DOO

HYUN
정교수 남 10027260 전임 내국인

20160301-
20180228

24 1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서혜은
Seo Hye-

Eun
조교수 여 10142846 전임 내국인

20160301-
20180228

24 1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이상규
LEE

SANG
KYU

정교수 남 10023624 전임 내국인
20160301-
20180228

24 1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정우락 정교수 남 10048123 전임 내국인
20160301-
20180228

24 1

'16.3.1~'1
8.2.28

국어국문학과 최은숙 조교수 여 10139444 전임 내국인
20170918-
20180228

5 0.2083

사업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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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여 교수 수
(교육, 분교, 기금 제외)

전임 9

환산 참여 교수 수
(교육, 분교, 기금 제외)

전임 7.8749

겸임 0 겸임 0

계 9 계 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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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2018년도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현황

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 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교육/분교/기금 전임/겸임 외국인/내국인

사업 참여
여부

비고
한글 영문

'18.2.28 국어국문학과 김덕호
Kim

Deok-ho
부교수 남 10035832 전임 내국인 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김주현 정교수 남 10048375 전임 내국인 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남길임
Nam
KilIm

정교수 여 10041243 전임 내국인 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백두현
PAEK
DOO

HYUN
정교수 남 10027260 전임 내국인 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서혜은
Seo Hye-

Eun
조교수 여 10142846 전임 내국인 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이상규
LEE

SANG
KYU

정교수 남 10023624 전임 내국인 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정우락 정교수 남 10048123 전임 내국인 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최은숙 조교수 여 10139444 전임 내국인 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김재석 정교수 남 10021702 전임 내국인 미참여

'18.2.28 국어국문학과 박현수 정교수 남   10026799 전임 내국인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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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수 수
(교육, 분교, 기

금 제외)

전체 10

전체 교수 수(교
육, 분교, 기금

포함)

전체 10

교육/분교/기금
교수 수

전체 0

참여

전임 8

참여

전임 8

참여

전임 0

겸임 0겸임 0 겸임 0

계 8 계 0계 8

참여비율(%)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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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산정기간 내 사업단 전체 참여대학원생 현황

산정기간
소속 대학원

학과(부)
성 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YYYYMMDD)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학기 수
한글 영문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강현아
KANG

HYEON AH
2016223933 11662679 여 19930712 남길임 석사 1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갠답제이나러

바
Zeynalova

Gandab
2015228215 11668829 여 19930801 남길임 석사 2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대웅
Kim, Dae-

woong
2015222290 11423246 남 19860612 김주현 석사 3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세연 KIMSEIYEON 2016225552 11665205 여 19920111 남길임 석사 1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루빙슈에 LU BINGXUE 2015228273 11668726 여 19910224 백두현 석사 2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리화징 LI HUAJING 2015228323 11668739 여 19920515 김주현 석사 2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박주희 park juhee 2015228242 11668823 여 19821112 김주현 석사 2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배은혜
Bae, Eun-

hye
2015223578 11662677 여 19910417 백두현 석사 3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샤오위자오
SHAO

YUJIAO
2015223650 11671163 여 19881124 이상규 석사 3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소윤 Shin so youn 2016227361 11662646 여 19940209 정우락 석사 1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왕자오디
WANGZHAO

DI
2015228278 11663431 여 19911224 백두현 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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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왕하오 WANG HAO 2014200007 11699127 남 19910502 김덕호 석사 3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민주 Lee MIn Ju 2014200008 11408711 여 19890315 남길임 석사 4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지은 Lee Gieun 2015225803 11668483 여 19851005 남길임 석사 3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쟝리홍
JIANGLIHON

G
2014200009 00014033 여 19880720 김주현 석사 4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11667428 여 19860604 김주현 석사 1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페이전전
PEI

ZHENZHEN
2015227945 11668747 여 19920706 이상규 석사 2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푸량 FU LIANG 2016222480 11670605 여 19930114 백두현 석사 1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명주
Kim Myeong-

ju
2014400001 11316431 여 19890810 백두현 박사 5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분청
Kim

Buncheong
2013400023 11324736 여 19620126 정우락 박사 7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11667447 남 19871016 정우락 박사 4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서은영
seo eun
young

2013400005 11198848 여 19820413 남길임 박사 7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션스린 shen shi lin 2014400010 11664531 여 19821123 남길임 박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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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왕민 WANG MIN 2013400012 00014035 남 19840127 이상규 박사 6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정성희
Jung-

Sunghee
2016325625 11317461 여 19850527 백두현 박사 1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11668718 여 19850422 남길임 박사 5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최은주 Choi, Eunju 2013400009 11324054 여 19820324 정우락 박사 7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칸 앞잘 아흐메

드
KHAN AFZAL

AHMAD
2013400011 11323070 남 19830815 김주현 박사 7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황명환
Hwang
Myeong

Hwan
2016327038 11321567 남 19880630 정우락 박사 1

2016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후팡팡
HU

FANGFANG
2015321063 00014032 여 19880720 김주현 박사 3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가야트리사나

밤
Sanabam

Gayatri
2016227671 11668799 여 19910516 남길임 석사 1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강현아
KANG

HYEON AH
2016223933 11662679 여 19930712 남길임 석사 2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갠답제이나러

바
Zeynalova

Gandab
2015228215 11668829 여 19930801 남길임 석사 3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세연 KIMSEIYEON 2016225552 11665205 여 19920111 남길임 석사 2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루빙슈에 LU BINGXUE 2015228273 11668726 여 19910224 백두현 석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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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리화징 LI HUAJING 2015228323 11668739 여 19920515 김주현 석사 3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박주희 park juhee 2015228242 11668823 여 19821112 김주현 석사 3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배은혜
Bae, Eun-

hye
2015223578 11662677 여 19910417 백두현 석사 4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샤오위자오
SHAO

YUJIAO
2015223650 11671163 여 19881124 이상규 석사 4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소윤 Shin so youn 2016227361 11662646 여 19940209 정우락 석사 2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왕자오디
WANGZHAO

DI
2015228278 11663431 여 19911224 백두현 석사 3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재섭
Jae-seob

Lee
2016227599 11662815 남 19920224 김덕호 석사 1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지은 Lee Gieun 2015225803 11668483 여 19851005 남길임 석사 4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11667428 여 19860604 김주현 석사 2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페이전전
PEI

ZHENZHEN
2015227945 11668747 여 19920706 이상규 석사 3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푸량 FU LIANG 2016222480 11670605 여 19930114 백두현 석사 2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명주
Kim Myeong-

ju
2014400001 11316431 여 19890810 백두현 박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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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분청
Kim

Buncheong
2013400023 11324736 여 19620126 정우락 박사 8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예니 Kim Yeni 2013400003 11217251 여 19840731 백두현 박사 8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11667447 남 19871016 정우락 박사 5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서은영
seo eun
young

2013400005 11198848 여 19820413 남길임 박사 8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수진 Lee Sujin 2013400008 11176260 여 19860827 남길임 박사 8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전설련 quanxuelian 2016327848 11316006 여 19870608 정우락 박사 1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정성희
Jung-

Sunghee
2016325625 11317461 여 19850527 백두현 박사 2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11668718 여 19850422 남길임 박사 6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제갈덕주 Jegal Deokju 2014400005 11325134 남 19840421 김덕호 박사 6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최은주 Choi, Eunju 2013400009 11324054 여 19820324 정우락 박사 8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칸 앞잘 아흐메

드
KHAN AFZAL

AHMAD
2013400011 11323070 남 19830815 김주현 박사 8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한송이 Han song-i 2016327956 11668387 여 19860116 이상규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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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황명환
Hwang
Myeong

Hwan
2016327038 11321567 남 19880630 정우락 박사 2

2016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후팡팡
HU

FANGFANG
2015321069 00013948 여 19890223 김주현 박사 4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가야트리사나

밤
Sanabam

Gayatri
2016227671 11668799 여 19910516 남길임 석사 2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강현아
KANG

HYEON AH
2016223933 11662679 여 19930712 남길임 석사 3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갠답제이나러

바
Zeynalova

Gandab
2015228215 11668829 여 19930801 남길임 석사 4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세연 KIMSEIYEON 2016225552 11665205 여 19920111 남길임 석사 3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정화 kimjungwha 2017221396 11724637 여 19760410 김주현 석사 1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루빙슈에 LU BINGXUE 2015228273 11668726 여 19910224 백두현 석사 4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리니 LI NI 2017224736 11726163 여 19930215 백두현 석사 1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리리 LI LI 2017225591 11726129 여 19930215 남길임 석사 1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리화징 LI HUAJING 2015228323 11668739 여 19920515 김주현 석사 4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박주희 park juhee 2015228242 11668823 여 19821112 김주현 석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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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소윤 Shin so youn 2016227361 11662646 여 19940209 정우락 석사 3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원석
SHIN WEON

SEOK
2017221118 11715585 남 19950222 남길임 석사 1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왕자오디
WANGZHAO

DI
2015228278 11663431 여 19911224 백두현 석사 4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재섭
Jae-seob

Lee
2016227599 11662815 남 19920224 김덕호 석사 2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11667428 여 19860604 김주현 석사 3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페이전전
PEI

ZHENZHEN
2015227945 11668747 여 19920706 이상규 석사 4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푸량 FU LIANG 2016222480 11670605 여 19930114 백두현 석사 3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명주
Kim Myeong-

ju
2014400001 11316431 여 19890810 백두현 박사 7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소연 Kim Soyeon 2017326612 11321919 여 19910309 정우락 박사 1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11667447 남 19871016 정우락 박사 6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민주 Lee MIn Ju 2017326173 11408711 여 19890315 남길임 박사 1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전계성
Jeon Gye

Seong
2017325050 11334970 남 19821020 김주현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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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전설련 quanxuelian 2016327848 11316006 여 19870608 정우락 박사 2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정성희
Jung-

Sunghee
2016325625 11317461 여 19850527 백두현 박사 3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11668718 여 19850422 남길임 박사 7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제갈덕주 Jegal Deokju 2014400005 11325134 남 19840421 김덕호 박사 7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쭈즈훼이 ZHUZIHUI 2014400006 11326529 여 19880729 남길임 박사 4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한송이 Han song-i 2016327956 11668387 여 19860116 이상규 박사 2

2017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황명환
Hwang
Myeong

Hwan
2016327038 11321567 남 19880630 정우락 박사 3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가야트리사나

밤
Sanabam

Gayatri
2016227671 11668799 여 19910516 남길임 석사 3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강현아
KANG

HYEON AH
2016223933 11662679 여 19930712 남길임 석사 4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세연 KIMSEIYEON 2016225552 11665205 여 19920111 남길임 석사 4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정화 kimjungwha 2017221396 11724637 여 19760410 김주현 석사 2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리니 LI NI 2017224736 11726163 여 19930215 백두현 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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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리리 LI LI 2017225591 11726129 여 19930215 남길임 석사 2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바하보바 말리

카
VAKHABOVA

MALIKA
2017227157 11788059 여 19920403 김덕호 석사 1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서효동
XU

XIAOTONG
2017227391 11788400 여 19950828 이상규 석사 1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소윤 Shin so youn 2016227361 11662646 여 19940209 정우락 석사 4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원석
SHIN WEON

SEOK
2017221118 11715585 남 19950222 남길임 석사 2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재섭
Jae-seob

Lee
2016227599 11662815 남 19920224 김덕호 석사 3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11667428 여 19860604 김주현 석사 4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푸량 FU LIANG 2016222480 11670605 여 19930114 백두현 석사 4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동연
KIM DONG

YOUN
2017327336 11788924 남 19830630 최은숙 박사 1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명주
Kim Myeong-

ju
2014400001 11316431 여 19890810 백두현 박사 8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소연 Kim Soyeon 2017326612 11321919 여 19910309 정우락 박사 2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11667447 남 19871016 정우락 박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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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민주 Lee MIn Ju 2017326173 11408711 여 19890315 남길임 박사 2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철희
LEE

CHULHEE
2017327338 11325789 남 19890415 김덕호 박사 1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전계성
Jeon Gye

Seong
2017325050 11334970 남 19821020 김주현 박사 2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전설련 quanxuelian 2016327848 11316006 여 19870608 정우락 박사 3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정성희
Jung-

Sunghee
2016325625 11317461 여 19850527 백두현 박사 4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11668718 여 19850422 남길임 박사 8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제갈덕주 Jegal Deokju 2014400005 11325134 남 19840421 김덕호 박사 8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쭈즈훼이 ZHUZIHUI 2014400006 11326529 여 19880729 남길임 박사 6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한송이 Han song-i 2016327956 11668387 여 19860116 이상규 박사 3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황명환
Hwang
Myeong

Hwan
2016327038 11321567 남 19880630 정우락 박사 4

참여대학원생 수(명)

석사 32

박사 26.5

계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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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신진연구인력 현황

산정기간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성별 연구자등록번호
참여기간

(YYYYMMDD~YYYYMMDD)
총 참여

개월 수(B)
환산 참여 신진연구인력 수(B/24)

한글 영문

160301-
180228

국어국문학과 박지애
Park

Jeeae
여 10005296 20160301-20170228 12 0.5

160301-
180228

국어국문학과 홍미주
 Hong
Miju

여 10149928 20160301-20170228 12 0.5

160301-
180228

국어국문학과 배지연
Bae

Jiyeon
여 11202861 20160901-20180228 18 0.75

160301-
180228

국어국문학과 최준 Choi Jun 남 10327020 20170301-20180228 12 0.5

160301-
180228

국어국문학과 조유영
Jo

Yuyoung
남 10138357 20170301-20180228 12 0.5

전체 신진연구 인력 수 5 환산 참여 신진연구인력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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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최근 2년간 대학원생 확보 실적 (연도별/학기별 재학생 현황)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성별 외국인/내국인
생년월일

(YYYYMMDD)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6년 4월 1일 1 강현아 2016223933 여 내국인 19930712 남길임 석사

2016년 4월 1일 2
갠답제이나러

바
GANDAB

ZEYNALOVA
2015228215 여 외국인 19930801 남길임 석사

2016년 4월 1일 3 김대웅 2015222290 남 내국인 19860612 박현수 석사

2016년 4월 1일 4 김동연 2014200001 남 내국인 19830630 정우락 석사

2016년 4월 1일 5 김동현
Kim,

Donghyun
2012200001 남 내국인 19891028 김재석 석사

2016년 4월 1일 6 김세연 2016225552 여 내국인 19920111 남길임 석사

2016년 4월 1일 7 김소연 2014200002 여 내국인 19910309 정우락 석사

2016년 4월 1일 8 남순후 2013200002 남 내국인 19881025 김재석 석사

2016년 4월 1일 9 루빙슈에 Lu BingXue 2015228273 여 외국인 19910224 백두현 석사

2016년 4월 1일 10 리화징 Li HuaJing 2015228323 여 외국인 19920515 김주현 석사

2016년 4월 1일 11 박주희 2015228242 여 내국인 19821112 김주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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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12 박지수 2013200003 여 내국인 19890520 김덕호 석사

2016년 4월 1일 13 배은혜 2015223578 여 내국인 19910417 백두현 석사

2016년 4월 1일 14 샤오위자오 Shao Yu Jiao 2015223650 여 외국인 19881124 이상규 석사

2016년 4월 1일 15 서동민 2016227312 남 내국인 19840816 서혜은 석사

2016년 4월 1일 16 신소윤 2016227361 여 내국인 19940209 정우락 석사

2016년 4월 1일 17 여청구 2016221259 남 내국인 19840420 서혜은 석사

2016년 4월 1일 18 왕자오디 Wang ZhaoDi 2015228278 여 외국인 19911224 백두현 석사

2016년 4월 1일 19 왕하오 Wang Hao 2014200007 남 외국인 19910502 김덕호 석사

2016년 4월 1일 20 유신지 2015228208 여 내국인 19860325 박현수 석사

2016년 4월 1일 21 이민주 Lee Min Ju 2014200008 여 내국인 19890315 남길임 석사

2016년 4월 1일 22 이지은 Lee  gi eun 2015225803 여 내국인 19851005 남길임 석사

2016년 4월 1일 23 쟝리홍 Jiang Lihong 2014200009 여 외국인 19880720 김주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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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24 전계성 2014200006 남 내국인 19821020 김주현 석사

2016년 4월 1일 25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여 외국인 19860604 김주현 석사

2016년 4월 1일 26 페이전전
Pei

ZhenZhen
2015227945 여 외국인 19920706 이상규 석사

2016년 4월 1일 27 푸량 Fu Liang 2016222480 여 외국인 19930114 백두현 석사

2016년 4월 1일 28 한송이 2013200013 여 내국인 19860116 이상규 석사

2016년 4월 1일 29 김명주 2014400001 여 내국인 19890810 백두현 박사

2016년 4월 1일 30 김분청 2013400002 여 내국인 19620126 정우락 박사

2016년 4월 1일 31 김위경 2000400003 여 내국인 19720410 한길연 박사

2016년 4월 1일 32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남 외국인 19871016 정우락 박사

2016년 4월 1일 33 박진아 2004400003 여 내국인 19780201 서혜은 박사

2016년 4월 1일 34 배지연 2010400002 여 내국인 19711127 김주현 박사

2016년 4월 1일 35 서은영 2013400005 여 내국인 19820413 남길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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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36 서정현 2012400005 남 내국인 19821222 한길연 박사

2016년 4월 1일 37 션스린 Shen Shilin 2014400010 여 외국인 19821123 남길임 박사

2016년 4월 1일 38 왕민 Wang Min 2013400012 남 외국인 19840127 이상규 박사

2016년 4월 1일 39 유귀영 2009400005 여 내국인 19770604 서혜은 박사

2016년 4월 1일 40 이수은 2015322455 여 내국인 19890118 김재석 박사

2016년 4월 1일 41 이수진 2013400008 여 내국인 19860827 남길임 박사

2016년 4월 1일 42 이승현
Seunghyun

Lee
2005400006 남 내국인 19790205 김재석 박사

2016년 4월 1일 43 이윤선 2008400007 여 내국인 19800617 정우락 박사

2016년 4월 1일 44 임언미 2016324274 여 내국인 19741017 김재석 박사

2016년 4월 1일 45 임태성 2011400009 남 내국인 19800805 임지룡 박사

2016년 4월 1일 46 정성희 2016325625 여 내국인 19850527 백두현 박사

2016년 4월 1일 47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여 외국인 19850422 남길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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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48 정희경 2014400004 여 내국인 19851129 서혜은 박사

2016년 4월 1일 49 최은주 2013400009 여 내국인 19820324 정우락 박사

2016년 4월 1일 50
칸앞잘아흐메

드
Khan Afzal

Ahmad
2013400011 남 외국인 19830815 김주현 박사

2016년 4월 1일 51 황명환 2016327038 남 내국인 19880630 정우락 박사

2016년 4월 1일 52 후팡팡 Hu Fang Fang 2015321063 여 외국인 19890223 김주현 박사

2016년 10월 1일 1
가야트리사나

밤
GAYATRI

SANABAM
2016227671 여 외국인 19910516 남길임 석사

2016년 10월 1일 2 강현아 2016223933 여 내국인 19930712 남길임 석사

2016년 10월 1일 3
갠답제이나러

바
GANDAB

ZEYNALOVA
2015228215 여 외국인 19930801 남길임 석사

2016년 10월 1일 4 김대웅 2015222290 남 내국인 19860612 박현수 석사

2016년 10월 1일 5 김동연 2014200001 남 내국인 19830630 정우락 석사

2016년 10월 1일 6 김동현
Kim,

Donghyun
2012200001 남 내국인 19891028 김재석 석사

2016년 10월 1일 7 김세연 2016225552 여 내국인 19920111 남길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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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 8 김소연 2014200002 여 내국인 19910309 정우락 석사

2016년 10월 1일 9 남순후 2013200002 남 내국인 19881025 김재석 석사

2016년 10월 1일 10 루빙슈에 Lu BingXue 2015228273 여 외국인 19910224 백두현 석사

2016년 10월 1일 11 리우징나 Liu JingNa 2016227935 여 외국인 19931014 임지룡 석사

2016년 10월 1일 12 리화징 Li HuaJing 2015228323 여 외국인 19920515 김주현 석사

2016년 10월 1일 13 박주희 2015228242 여 내국인 19821112 김주현 석사

2016년 10월 1일 14 배은혜 2015223578 여 내국인 19910417 백두현 석사

2016년 10월 1일 15 샤오위자오 Shao Yu Jiao 2015223650 여 외국인 19881124 이상규 석사

2016년 10월 1일 16 서동민 2016227312 남 내국인 19840816 서혜은 석사

2016년 10월 1일 17 신소윤 2016227361 여 내국인 19940209 정우락 석사

2016년 10월 1일 18 여청구 2016221259 남 내국인 19840420 서혜은 석사

2016년 10월 1일 19 왕자오디 Wang ZhaoDi 2015228278 여 외국인 19911224 백두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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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 20 왕하오 Wang Hao 2014200007 남 외국인 19910502 김덕호 석사

2016년 10월 1일 21 유신지 2015228208 여 내국인 19860325 박현수 석사

2016년 10월 1일 22 이민주 Lee Min Ju 2014200008 여 내국인 19890315 남길임 석사

2016년 10월 1일 23 이재섭 2016227599 남 내국인 19920224 김덕호 석사

2016년 10월 1일 24 이지은 Lee  gi eun 2015225803 여 내국인 19851005 남길임 석사

2016년 10월 1일 25 쟝리홍 Jiang Lihong 2014200009 여 외국인 19880720 김주현 석사

2016년 10월 1일 26 전계성 2014200006 남 내국인 19821020 김주현 석사

2016년 10월 1일 27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여 외국인 19860604 김주현 석사

2016년 10월 1일 28 타무라미카 Tamura Mika 2013200007 여 외국인 19620303 김재석 석사

2016년 10월 1일 29 페이전전
Pei

ZhenZhen
2015227945 여 외국인 19920706 이상규 석사

2016년 10월 1일 30 푸량 Fu Liang 2016222480 여 외국인 19930114 백두현 석사

2016년 10월 1일 31 김명주 2014400001 여 내국인 19890810 백두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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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 32 김분청 2013400002 여 내국인 19620126 정우락 박사

2016년 10월 1일 33 김예니 2013400003 여 내국인 19840731 백두현 박사

2016년 10월 1일 34 김위경 2000400003 여 내국인 19720410 한길연 박사

2016년 10월 1일 35 김정아 2009400001 여 내국인 19800924 임지룡 박사

2016년 10월 1일 36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남 외국인 19871016 정우락 박사

2016년 10월 1일 37 박진아 2004400003 여 내국인 19780201 서혜은 박사

2016년 10월 1일 38 서은영 2013400005 여 내국인 19820413 남길임 박사

2016년 10월 1일 39 손증상
Son Jeung

Sang
2013400006 여 내국인 19801201 김재석 박사

2016년 10월 1일 40 유귀영 2009400005 여 내국인 19770604 서혜은 박사

2016년 10월 1일 41 이상옥 2007400005 남 내국인 19790702 박현수 박사

2016년 10월 1일 42 이수은 2015322455 여 내국인 19890118 김재석 박사

2016년 10월 1일 43 이수진 2013400008 여 내국인 19860827 남길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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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 44 이승현
Seunghyun

Lee
2005400006 남 내국인 19790205 김재석 박사

2016년 10월 1일 45 전설련
Quan

XueLian
2016327848 여 외국인 19870608 정우락 박사

2016년 10월 1일 46 정성희 2016325625 여 내국인 19850527 백두현 박사

2016년 10월 1일 47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여 외국인 19850422 남길임 박사

2016년 10월 1일 48 제갈덕주 2014400005 남 내국인 19840421 김덕호 박사

2016년 10월 1일 49 조유영 2006400005 남 내국인 19770321 정우락 박사

2016년 10월 1일 50 짱쩐 Zhang Zhen 2014400007 여 외국인 19840518 이상규 박사

2016년 10월 1일 51 천명희 2004400009 남 내국인 19741211 이상규 박사

2016년 10월 1일 52 최은주 2013400009 여 내국인 19820324 정우락 박사

2016년 10월 1일 53 최형우 2013400010 남 내국인 19850911 김문기 박사

2016년 10월 1일 54
칸앞잘아흐메

드
Khan Afzal

Ahmad
2013400011 남 외국인 19830815 김주현 박사

2016년 10월 1일 55 한송이 2016327956 여 내국인 19860116 이상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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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 56 황명환 2016327038 남 내국인 19880630 정우락 박사

2016년 10월 1일 57 후팡팡 Hu Fang Fang 2015321063 여 외국인 19890223 김주현 박사

2017년 4월 1일 1
가야트리사나

밤
GAYATRI

SANABAM
2016227671 여 외국인 19910516 남길임 석사

2017년 4월 1일 2 강현아 2016223933 여 내국인 19930712 남길임 석사

2017년 4월 1일 3
갠답제이나러

바
GANDAB

ZEYNALOVA
2015228215 여 외국인 19930801 남길임 석사

2017년 4월 1일 4 김대웅 2015222290 남 내국인 19860612 박현수 석사

2017년 4월 1일 5 김동연 2014200001 남 내국인 19830630 정우락 석사

2017년 4월 1일 6 김동현
Kim,

Donghyun
2012200001 남 내국인 19891028 김재석 석사

2017년 4월 1일 7 김세연 2016225552 여 내국인 19920111 남길임 석사

2017년 4월 1일 8 김정화 2017221396 여 내국인 19760410 김주현 석사

2017년 4월 1일 9 루빙슈에 Lu BingXue 2015228273 여 외국인 19910224 백두현 석사

2017년 4월 1일 10 리니 Li Ni 2017224736 여 외국인 19930215 백두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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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 11 리리 Li Li 2017225591 여 외국인 19930215 남길임 석사

2017년 4월 1일 12 리우징나 Liu JingNa 2016227935 여 외국인 19931014 임지룡 석사

2017년 4월 1일 13 리화징 Li HuaJing 2015228323 여 외국인 19920515 김주현 석사

2017년 4월 1일 14 박주희 2015228242 여 내국인 19821112 김주현 석사

2017년 4월 1일 15 박현숙 2013200004 여 내국인 19820415 김주현 석사

2017년 4월 1일 16 배은혜 2015223578 여 내국인 19910417 백두현 석사

2017년 4월 1일 17 샤오위자오 Shao Yu Jiao 2015223650 여 외국인 19881124 이상규 석사

2017년 4월 1일 18 신소윤 2016227361 여 내국인 19940209 정우락 석사

2017년 4월 1일 19 신원석 2017221118 남 내국인 19950222 남길임 석사

2017년 4월 1일 20 왕자오디 Wang ZhaoDi 2015228278 여 외국인 19911224 백두현 석사

2017년 4월 1일 21 왕하오 Wang Hao 2014200007 남 외국인 19910502 김덕호 석사

2017년 4월 1일 22 유신지 2015228208 여 내국인 19860325 박현수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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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 23 이재섭 2016227599 남 내국인 19920224 김덕호 석사

2017년 4월 1일 24 이철희 2014200004 남 내국인 19890415 김덕호 석사

2017년 4월 1일 25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여 외국인 19860604 김주현 석사

2017년 4월 1일 26 페이전전
Pei

ZhenZhen
2015227945 여 외국인 19920706 이상규 석사

2017년 4월 1일 27 푸량 Fu Liang 2016222480 여 외국인 19930114 백두현 석사

2017년 4월 1일 28 김명주 2014400001 여 내국인 19890810 백두현 박사

2017년 4월 1일 29 김분청 2013400002 여 내국인 19620126 정우락 박사

2017년 4월 1일 30 김소연 2017326612 여 내국인 19910309 정우락 박사

2017년 4월 1일 31 김정아 2009400001 여 내국인 19800924 임지룡 박사

2017년 4월 1일 32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남 외국인 19871016 정우락 박사

2017년 4월 1일 33 박진아 2004400003 여 내국인 19780201 서혜은 박사

2017년 4월 1일 34 서은영 2013400005 여 내국인 19820413 남길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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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 35 우수영 2011400007 여 내국인 19630530 김주현 박사

2017년 4월 1일 36 이민주 2017326173 여 내국인 19890315 남길임 박사

2017년 4월 1일 37 이수진 2013400008 여 내국인 19860827 남길임 박사

2017년 4월 1일 38 전계성 2017325050 남 내국인 19821020 김주현 박사

2017년 4월 1일 39 전설련
Quan

XueLian
2016327848 여 외국인 19870608 정우락 박사

2017년 4월 1일 40 정성희 2016325625 여 내국인 19850527 백두현 박사

2017년 4월 1일 41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여 외국인 19850422 남길임 박사

2017년 4월 1일 42 제갈덕주 2014400005 남 내국인 19840421 김덕호 박사

2017년 4월 1일 43 짱쩐 Zhang Zhen 2014400007 여 외국인 19840518 이상규 박사

2017년 4월 1일 44 쭈즈훼이 Zhu Zi Hui 2014400006 여 외국인 19880729 남길임 박사

2017년 4월 1일 45
칸앞잘아흐메

드
Khan Afzal

Ahmad
2013400011 남 외국인 19830815 김주현 박사

2017년 4월 1일 46 한송이 2016327956 여 내국인 19860116 이상규 박사

333-384



2017년 4월 1일 47 황명환 2016327038 남 내국인 19880630 정우락 박사

2017년 4월 1일 48 후팡팡 Hu Fang Fang 2015321063 여 외국인 19890223 김주현 박사

2017년 10월 1일 1
가야트리사나

밤
GAYATRI

SANABAM
2016227671 여 외국인 19910516 남길임 석사

2017년 10월 1일 2 강현아 2016223933 여 내국인 19930712 남길임 석사

2017년 10월 1일 3 김대웅 2015222290 남 내국인 19860612 박현수 석사

2017년 10월 1일 4 김세연 2016225552 여 내국인 19920111 남길임 석사

2017년 10월 1일 5 김정화 2017221396 여 내국인 19760410 김주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6 루빙슈에 Lu BingXue 2015228273 여 외국인 19910224 백두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7 리니 Li Ni 2017224736 여 외국인 19930215 백두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8 리리 Li Li 2017225591 여 외국인 19930215 남길임 석사

2017년 10월 1일 9 리우징나 Liu JingNa 2016227935 여 외국인 19931014 임지룡 석사

2017년 10월 1일 10 리화징 Li HuaJing 2015228323 여 외국인 19920515 김주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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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 11
말리카바하보

바
MALIKA

VAKHABOVA
2017227157 여 외국인 19920403 김덕호 석사

2017년 10월 1일 12 박현숙 2013200004 여 내국인 19820415 김주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13 배은혜 2015223578 여 내국인 19910417 백두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14 쉬샤오통 Xu Xiaotong 2017227391 여 외국인 19950828 이상규 석사

2017년 10월 1일 15 신소윤 2016227361 여 내국인 19940209 정우락 석사

2017년 10월 1일 16 신원석 2017221118 남 내국인 19950222 남길임 석사

2017년 10월 1일 17 왕자오디 Wang ZhaoDi 2015228278 여 외국인 19911224 백두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18 유신지 2015228208 여 내국인 19860325 박현수 석사

2017년 10월 1일 19 이재섭 2016227599 남 내국인 19920224 김덕호 석사

2017년 10월 1일 20 이지원 2017227438 여 내국인 19941104 김주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21 이타노신세이 Itano,Shinsei 2005200020 남 외국인 19810720 임지룡 석사

2017년 10월 1일 22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여 외국인 19860604 김주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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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 23 타무라미카 Tamura Mika 2013200007 여 외국인 19620303 김재석 석사

2017년 10월 1일 24 페이전전
Pei

ZhenZhen
2015227945 여 외국인 19920706 이상규 석사

2017년 10월 1일 25 푸량 Fu Liang 2016222480 여 외국인 19930114 백두현 석사

2017년 10월 1일 26 김동연 2017327336 남 내국인 19830630 최은숙 박사

2017년 10월 1일 27 김동현 2017327393 남 내국인 19891028 김재석 박사

2017년 10월 1일 28 김명주 2014400001 여 내국인 19890810 백두현 박사

2017년 10월 1일 29 김분청 2013400002 여 내국인 19620126 정우락 박사

2017년 10월 1일 30 김소연 2017326612 여 내국인 19910309 정우락 박사

2017년 10월 1일 31 김정아 2009400001 여 내국인 19800924 임지룡 박사

2017년 10월 1일 32 김종구 2008400002 남 내국인 19760928 정우락 박사

2017년 10월 1일 33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남 외국인 19871016 정우락 박사

2017년 10월 1일 34 서은영 2013400005 여 내국인 19820413 남길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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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 35 이민주 2017326173 여 내국인 19890315 남길임 박사

2017년 10월 1일 36 이수진 2013400008 여 내국인 19860827 남길임 박사

2017년 10월 1일 37 이철희 2017327338 남 내국인 19890415 김덕호 박사

2017년 10월 1일 38 전계성 2017325050 남 내국인 19821020 김주현 박사

2017년 10월 1일 39 전설련
Quan

XueLian
2016327848 여 외국인 19870608 정우락 박사

2017년 10월 1일 40 정성희 2016325625 여 내국인 19850527 백두현 박사

2017년 10월 1일 41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여 외국인 19850422 남길임 박사

2017년 10월 1일 42 제갈덕주 2014400005 남 내국인 19840421 김덕호 박사

2017년 10월 1일 43 쭈즈훼이 Zhu Zi Hui 2014400006 여 외국인 19880729 남길임 박사

2017년 10월 1일 44 최은주 2013400009 여 내국인 19820324 정우락 박사

2017년 10월 1일 45 티띠왓앙쿨
Titiwat

Angkula
2017327155 남 외국인 19840407 임지룡 박사

2017년 10월 1일 46 한송이 2016327956 여 내국인 19860116 이상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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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 47 황명환 2016327038 남 내국인 19880630 정우락 박사

대학원생 수
(명)

석사

2016년 58

석박사통합

2016년 0

외국인 학생수

2016년 17.5
2017년 52 2017년 0

전체 55 전체 0
2017년 19.5

박사

2016년 51

총계

2016년 54.5

2017년 43 2017년 47.5
전체 37

전체 47 전체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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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최근 2년간 대학원생 배출 실적 (졸업, 취업 및 진학 실적)

연도 기준월
연
번

성 명

학번 성별
생년
월일

취득
학위

입학년월
(YYYYMMD

D)

사업참여여부

구분

취업정보

한글 영문 2013.9~
2016.2

2016.3~
2018.2

취업일자
(YYYYMMDD)

회사명 전화번호 취업구분
근무
지역

2016년 8월 1 박지수
20132
00003

여
198905

20
석사 201303 참여 미참여 취업

2016년 8월 2 왕민
Wang

Min
20134
00012

남
198401

27
박사 201309 미참여 참여 기타

2016년 8월 3 한송이
Han,

Song I
20132
00013

여
198601

16
석사 201309 미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6년 8월 4 배지연
20104
00002

여
197111

27
박사 201003 미참여 미참여

2016년 8월 5 임태성
20114
00009

남
198008

05
박사 201103 미참여 미참여

2017년 2월 1 쟝리홍
Jiang

Lihong
20142
00009

여
198807

20
석사 201409 참여 참여 기타

2017년 2월 2 김소연
20142
00002

여
199103

09
석사 201403 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7년 2월 3 이민주
Lee Min

Ju
20142
00008

여
198903

15
석사 201409 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7년 2월 4 전계성
20142
00006

남
198210

20
석사 201403 참여 참여

국내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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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 김위경
20004
00003

여
197204

10
박사 200003 미참여 미참여

2017년 2월 6 유귀영
20094
00005

여
197706

04
박사 200903 미참여 미참여

2017년 2월 7 이상옥
20074
00005

남
197907

02
박사 200703 미참여 미참여

2017년 2월 8 조유영
20064
00005

남
197703

21
박사 200603 미참여 미참여

2017년 2월 9 천명희
20044
00009

남
197412

11
박사 200403 미참여 미참여

2017년 2월 10 최형우
20134
00010

남
198509

11
박사 201303 미참여 미참여

2017년 8월 1
칸앞잘아

흐메드

Khan
Afzal

Ahmad

20134
00011

남
198308

15
박사 201303 참여 참여 취업 20171215

상생문화
연구소

0708644
3019

정규직 대전

2017년 8월 2
샤오위자

오
Shao Yu

Jiao
20152
23650

여
198811

24
석사 201503 미참여 참여 기타

2017년 8월 3 김동연
20142
00001

남
198306

30
석사 201403 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7년 8월 4 김동현
Kim,

Donghy
un

20122
00001

남
198910

28
석사 201203 참여 미참여

국내
진학

2017년 8월 5 이철희
20142
00004

남
198904

15
석사 201403 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7년 8월 6 이승현
Seunghy

un Lee
20054
00006

남
197902

05
박사 200503 미참여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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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7 짱쩐
Zhang
Zhen

20144
00007

여
198405

18
박사 201403 미참여 미참여

2018년 2월 1 리화징
Li

HuaJing
20152
28323

여
199205

15
석사 201509 참여 참여 취업

2018년 2월 2 루빙슈에
Lu

BingXue
20152
28273

여
199102

24
석사 201509 참여 참여 기타

2018년 2월 3 왕자오디
Wang

ZhaoDi
20152
28278

여
199112

24
석사 201509 참여 참여 기타

2018년 2월 4 페이전전
Pei

ZhenZhe
n

20152
27945

여
199207

06
석사 201509 미참여 참여 기타

2018년 2월 5 배은혜
20152
23578

여
199104

17
석사 201503 참여 참여

국내
진학

졸업생 2016년

석사 2

2017년

석사 8

2018년

석사 5

전체기간

석사 15

박사 3 박사 9 박사 0 박사 12

계 5 계 17 계 5 계 27

취업
2017년 2월 졸

업자

석사 4

국내 진학자 소계 3

2017년 8월 졸
업자

석사 3

국내 진학자 소계 2

국외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0

박사 0
입대자 소계 0

박사 1
입대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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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1]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가중치
(P)

환산
편수

석/박
사

실적구
분

대표
실적
여부게재

학술
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
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A)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B)

2016년 1

언어지리학적
분포를 통해
본 한ㆍ중 한
자음 변화 연

구

Journal
of China
Studies

197559
02

19 1 96
2016

04
1 0 1 왕민

000140
35

1 0 1 1 1 박사 대표

2016년 2

최인훈의 <가
면고>에 나타
난 가면의 의

미

정신문화연
구

122545
76

39 2 223
2016

06
1 0 1

칸앞잘
아흐메

드

113230
70

1 0 1 1 1 박사 대표

2016년 3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 방

법 연구

영남학
173877

60
30 53

2016
08

1 1 2 0 황명환
113215

67
1 1 1 0.5 박사 대표

2016년 5

<한청문감
>에 나타난
ㆍ표기와 그

변화 양상

한글
122504

49
314 45

2016
12

1 0 1 김명주
113164

31
1 0 1 1 1 박사 대표

2017년 1
의류 상품평
텍스트에 나

타난
어문론총

122539
28

71 9
2017

03
1 0 1 서은영

111988
48

1 0 1 1 1 박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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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표현 연
구: 의미 특성
, 극성, 속성
에 따른 분류
를 중심으로

2017년 2

대규모 웹크
롤링 말뭉치
를 활용한 신
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

과 쟁점

한국사전학
159886

94
29 75

2017
05

2 1 3 0 이수진
111762

60
1 1 1 0.2 박사 대표

2017년 3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관
한 어휘의미
론적 연구 :
'옷' 포함 복
합어를 중심

으로

언어과학
122525

22
24 3 89

2017
08

1 0 1
제갈덕

주
113251

34
1 0 1 1 1 박사 대표

2017년 4

'콘텐츠'의 개
념 정의에 관
한 언어문화

론적 접근

우리말글
122992

00
74 87

2017
09

1 0 1
제갈덕

주
113251

34
1 0 1 1 1 박사 대표

2017년 5

｢윤회설｣에
나타난 김동
리의 현실 인
식 연구 -두꺼
비 알레고리
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122992

00
74 359

2017
09

1 0 1 전계성
113349

70
1 0 1 1 1 박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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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

원순모음화의
원인과 내적
재구형의 타

당성 고찰

한글
122504

49
317 183

2017
09

1 0 1 김명주
113164

31
1 0 1 1 1 박사

2017년 7

『연행록』
에 대한 한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 과 방

안 모색

인문사회
21

209387
21

8 5 1
2017

10
1 0 1 량짜오

116674
47

1 0 1 1 1 박사 대표

2017년 8

문학경관(文
學景觀)의 관
점에서 바라
본 연광정(練

光亭)

인문사회
21

209387
21

8 6 319
2017

12
1 0 1 량짜오

116674
47

1 0 1 1 1 박사 대표

2017년 9

북한 뉴스의
어두 /ㄹ/과
/ㄴ/의 발음
실현 양상과
언어 정책과
의 상관성 연

구

사회언어학
122648

22
25 4 163

2017
12

1 1 2 정성희
113174

61
1 0 1 1 0.5 박사

논문 총
환산편수

2016년 3.5 2017년 7.7 2018년 0 총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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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2]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
치
(P)

환산
편수

석/
박사
실적
구분

대표
실적
여부

게재
학술지명

학술지
구분

e-
ISSN

ISSN 권 호 쪽

연월
(YY
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A)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B)

2016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

구

국제고려
학

1347-
7307

16 343
2016

03
1 0 1

칸앞
잘아
흐메

드

1132
3070

1 0 1 1 1 박사

국제저명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총계 0

기타국제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6년 1 2017년 0 2018년 0 총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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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3]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T)

국어/
외국어

저서
가중치

(P)

신간/개정

환산편수
(A*P*S/T)

석/박사
실적
구분

대표실적
여부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6
년

국어 저서 1
증보정음발달

사
역락

9791
1568
6274

1

19 201604 4 왕민
000140

35
1 2 신간 1 0.5 박사

2016
년

국어 저서 2 신어
커뮤니케
이션북스

9791
1304
4663

9

2 201608 2 이수진
111762

60
1 2 신간 1 1 박사

2017
년

국어 저서 1
한어방언지리

학
한국문화

사

9788
9681
7516

9

1 201706 16
왕민,한송

이

000140
35,1166

8387
2 2 신간 1 0.25 박사

2017
년

외국어 저서 1
한국학연구논

문집(5)

중국문화
대학화강

출판부

9789
8694
2050

1

18
7

201701 17
칸앞잘아

흐메드
113230

70
1 3 신간 1 0.1764 박사

2018
년

국어 저서 1
컴퓨터를 활용
한 방언학 연습

과 실제

한국문화
사

9788
9681
7590

9

1 201801 15 한송이
116683

87
1 2 신간 1 0.1333 박사

2018
년

국어 저서 2
한국고전문학
과 문화어문학

역락

9791
1624
4208

1

25
5,3
53,
41,
38

201802 13
김분청,량
짜오,최은
주,황명환

113247
36,1166
7447,11
324054,
113215

4 2 신간 1 0.6153 박사

346-384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6년 1.5 2017년 0.25 2018년 0.7486 총계 2.4986

외국어 저서 2016년 0 2017년 0.1764 2018년 0 총계 0.1764

347-384



[첨부 7] 최근 2년간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

구분 연번 학술대회명
개최
국가

개최일
(YYYYMMDD)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총 저자
 수 (T)

전문/
초록

가중치
(P)

환산편수
(P/T)*A

석/박사
실적
구분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A)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1

2016년 제
2차 한국문
학언어학회
전공별 학술

대회

한국 20160326
한국문학
언어학회

休堂 燕行
錄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

구

1 량짜오 1166744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2

2016년 제
3차 한국문
학언어학회
전공별 학술

대회

한국 20160423
한문학언

어학회

상품과 패션
잡지 텍스트

에 나타난
감성어휘 연

구

1 서은영 11198848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3
문화어문학
의 연구방법

과 실천 3
한국 20160715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1970년대
최인훈 소설

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1
칸앞잘아

흐메드
11323070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4
문화어문학
의 연구방법

과 실천 3
한국 20160715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여말선초 문
인들의 한시

에 나타난
『논어』 수

용 양상과
그 의미

1 황명환 1132156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5

한국문학언
어학회

2016년 제
5차 전국학
술대회 : 지
역 어문학과

매체

한국 20160819

한국문학
언어학회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상품평 텍스
트에 나타난
감성어의 유

형과 특성

2 서은영 11198848 1 전문 1 0.5 박사

348-384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6

한국문학언
어학회

2016년 제
5차 전국학
술대회 : 지
역 어문학과

매체

한국 20160819

한국문학
언어학회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愚伏 鄭經
世의 편지에
나타난 소통

방식

1 최은주 11324054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7

2016년 제
6차 한국문
학언어학회
전공별 학술

대회

한국 20160924
한국문학
언어학회

17세기 연
행록의 서술

양상 연구
1 량짜오 1166744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8

2016년 제
1회 전국 대
학원생 포럼:
한국어문학
과 문화가치

한국 20160930

전남대학
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BK21플

러스 지역
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

단

최인훈 소설
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1

칸앞잘아
흐메드

11323070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9

2016년 제
1회 전국 대
학원생 학술
포럼: 한국어
문학과 문화

가치

한국 20160930

전남대학
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BK21플

러스 지역
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

단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
2005·2006
·2007년 신
어를 중심으

로

2 이수진 11176260 1 전문 1 0.5 박사

349-384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10

2016년 제
7차 한국문
학 언어학회
전공별학술

대회

한국 20161029
한국문학
언어학회

신어 형성의
음운론적 특

성 연구 –
2002~2015

년 신어를
중심으로-

2 이수진 11176260 1 전문 1 0.5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내 12

2017년 제
1차 한국문
학언어학회

학술대회

한국 20170113
한국문학
언어학회

권근의 불교
인식과 그

시적 형상화
1 김분청 11324736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제 1

BAAL
Vocabular
y studies

SIG

영국 20160707

Nottingh
am

Universi
ty

A
methodol

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4 정해연 11668718 1 전문 2 0.5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제 2
2016 RIKS
Academy

한국 20160801
고려대학
교 민족문
화연구소

최인훈의
<가면고>와

<광장>에
나타나는 타
고르의 <고
라>의 수용
양상 연구

1
칸앞잘아

흐메드
11323070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제 3
The 17

EURALEX
Internatio

조지아 20160906 Euralex
The Life

and Death
of

4
이수진,정

해연
11176260,11

668718
2 전문 2 1 박사

350-384



nal
Congress

Neologism
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
s in the

Dictionary
?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제 4

제3회 경북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BK21플러

스 사업단 국
제학술대회
언어생활과

문화

한국 20161117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18세기 후
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

1 김명주 11316431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6년 국제 5

제3회 경북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BK21플러

스 사업단 국
제학술대회
언어생활과

문화

한국 20161117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춘정 변계량
의 삶과 불

교시
1 김분청 11324736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1

2017년 한
국문학언어
학회 제2차
전공별 학술

대회

한국 20170325
한국문학
언어학회

守坡 安孝
濟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과

그 의미

1 황명환 1132156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3

2017년 한
국문학언어
학회 제3차
전공별 학

한국 20170429
한국문학
언어학회

명사어 '옷
'에 내재된
복식문화에

대

1 제갈덕주 11325134 1 전문 1 1 박사

351-384



술대회
한 어휘의미

론적 연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4

2017년 한
국문학언어
학회 제3차
전공별 학술

대회

한국 20170429
한국문학
언어학회

ㆍ의 비음운
화 현상에

대한 연구사
적 쟁점과

과제

1 김명주 11316431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6

한국문학언
어학회

2017년 제
5차 전국학

술대회-지역
어문학의 국

제화

한국 20170817
한국문학
언어학회

연행록의 한
·중 협력 연
구에 대한

試論

1 량짜오 1166744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7

한국문학언
어학회

2017년 제
5차 전국학

술대회-지역
어문학의 국

제화

한국 20170817
한국문학
언어학회

웹크롤링 말
뭉치를 활용
한 신어 사
용 추이 조

사의 현황과
쟁점

3 이수진 11176260 1 전문 1 0.3333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8

동양한문학
회 제128차
하계학술대

회

한국 20170819
동양한문

학회

慕堂 孫處
訥의 시에

나타난 교류
와 의미

1 최은주 11324054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9
언어 연구를
통한 응용과

소통
한국 20170822

언어과학
회

북한 뉴스의
어두 /ㄹ/과
/ㄴ/의 발음
실현 양상과
언어 정책과

의 상관성
연구

2 정성희 11317461 1 전문 1 0.5 박사

352-384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10

BK21플러
스 전국 대학
원생 학술 포

럼

한국 20170825

고려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虛舟 李宗
岳의 한시에
나타난 가문

의식과 그
의미

1 황명환 1132156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11

2017년 한
국문학언어
학회 제6차
전공별 학술

대회

한국 20170923
한국문학
언어학회

西川 趙貞
奎의 中國

體驗 기록을
통해 본 의

식지향

1 전설련 11316006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내 12

제122차 대
동한문학회
전국학술대
회-한문학

연구 범위의
확장과 전망:
인접 학문과
의 교섭을 중

심으로

한국 20171014
대동한문

학회

文學景觀으
로서의 練光

亭
1 량짜오 1166744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제 1

중국문학지
리학회 제

7회 국제학
술대회 및 석
·박사 포럼

중국 20170722
중국문학
지리학회

異域與西
域: 燕行使
對回回國

的認知

1 량짜오 11667447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제 2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

nal
Conferenc

e 2017

영국 20170724

Universi
ty of

Birming
ham

Report on
the

Automatic
Extraction
of Korean
Scientific
Phrasal

4
정해연,강
현아,김세

연

11668718,11
662679,1166

5205
3 초록 1.5 1.125 박사

353-384



Term
Candidate

s, wi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제 3

제4회 경북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BK21플러

스사업단 국
제학술대회

한국 20171109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무녀도｣의
생성 공간,

경주의 의미
재고 –샤머
니즘의 종교
적 의식 통

합성을 중심
으로-

1 전계성 11334970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제 4

제4회 경북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BK21플러

스사업단 국
제학술대회

한국 20171109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

상품평 텍스
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

1 이민주 11408711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7년 국제 5

전남대 대학
원 대학원 국
어국문학과
BK21플러

스 사업단 제
5회 국제학
술대회 - 아
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을 활용한 한
국문화교육

한국 20180118

전남대학
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BK21플
러스, 전
남대학교
인문학연
구소·한
국어문학

연구소

樂齋 徐思
遠의 船遊

詩 연구 - 風
流活動을
중심으로 

1 김소연 11321919 1 전문 2 2 박사

354-384



2016년

국제
총 건수 5

2017년

국제
총 건수 5

전체
기간

국제
총 건수 10

총 환산 건수 7.5000 총 환산 건수 9.1250 총 환산 건수 16.6250

국내
총 건수 11

국내
총 건수 10

국내
총 건수 21

총 환산 건수 9.5000 총 환산 건수 8.8333 총 환산 건수 18.3333

계
총 건수 16

계
총 건수 15

계
총 건수 31

총 환산 건수 17.0000 총 환산 건수 17.9583 총 환산 건수 34.9583

355-384



[첨부 8-1]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치
(P)

환산
편수

대표
실적
여부

게재
학술
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2016년 1

중국 설화의
수용과 문학
적 상상력-관
련 작품을 중

심으로-

인문과학연
구논총

1225-
2360

37 2 115
2016

05
1 0 1 박지애 10005296 1 0 1 1 1 대표

2016년 2

노년층과 청
년층의 방언
차이에 대한
연구-경북 영
천 방언의 문
법 형태를 중

심으로-

영남학
1738-
7760

31 327
2016

12
1 0 1 홍미주 10149928 1 0 1 1 1 대표

2016년 3

최인훈 소설
에 나타난 일
제강점의 기
억과 풍속 재
현의 글쓰기

우리말글
1229-
9200

71 377
2016

12
1 0 1 배지연 11202861 1 0 1 1 1

2017년 1

대규모 웹크
롤링 말뭉치
를 활용한 신
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

과 쟁점

한국사전학
1598-
8694

29 72
2017

05
2 1 3 최준 10327020 1 0 1 1 0.4

2017년 2

구술연행의
문화적 함의
와 공동체성

의 회복

한국민요학
1598-
9615

50 59
2017

08
1 0 1 박지애 10005296 1 0 1 1 1

356-384



2017년 3

최인훈 초기
소설에 나타
난 근대의 양

가성

한국현대문
학연구

1229-
2052

52 43
2017

08
1 0 1 배지연 11202861 1 0 1 1 1

2017년 4

사설시조의
여성민요 수
용과 장르적

변주

배달말
1229-
1447

61 275
2017

12
1 0 1 박지애 10005296 1 0 1 1 1

2017년 5

조선 후기 영
남지역 가사
에 나타난 道
統구현 양상

과 그 의미-「
黃南別曲」
과 「黃山別
曲」을 중심

으로

한국언어문
학

1229-
1730

103 209
2017

12
1 0 1 조유영 10138357 1 0 1 1 1 대표

2017년 6

채헌의 구곡
시가 창작의
보편성과 특

수성 - 시적 대
상의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1229-
9200

75 327
2017

12
1 0 1 조유영 10138357 1 0 1 1 1 대표

논문 총
환산편수

2016년 3 2017년 5.4 2018년 0 총계 8.4

357-384



[첨부 8-2]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치
(P)

환산
편수

대표
실적
여부

게재
학술
지명

학술
지

구분

e-
ISSN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총 계 0

기타국제학술지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총 계 0

358-384



[첨부 8-3] 최근 2년간 신진연구인력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
(T)

국어/
외국어

저서
가중치

(P)

신간/개정

환산편수
(A*P*S/T)

대표실적
여부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
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6
년

국어 저서 1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

사

978-
89-
681
7-

396-
7

84 201609 14 홍미주
1014992

8
1 2 신간 1 0.1428

2017
년

국어 저서 1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
인문학, 대구

를 이야기하다

한국문화
사

978-
89-
681
7-

450-
6

58 201701 9 배지연
1120286

1
1 2 신간 1 0.2222

2018
년

국어 저서 1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
인문학, 대구

인물을 이야기
하다

한국문화
사

978-
89-
681
7-

602-
9

169 201802 13 배지연
1120286

1
1 2 신간 1 0.1538

2018
년

국어 저서 2
한국고전문학
과 문화어문학

역락

979-
11-
624
4-

208-
1

415 201802 13
박지애,조

유영

1000529
6,10138

357
2 2 신간 1 0.3076

359-384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6년 0.1428 2017년 0.2222 2018년 0.4614 총계 0.8264

외국어 저서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총계 0

360-384



[첨부 9] 최근 2년간 외국인 교수 비율

기준 연번
성 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내국인 국적 비고

한글 영문

2016년 1학기 1 김덕호 Kim Deok-ho 부교수 남 10035832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1학기 2 김재석 Kim, Jae Suk 정교수 남 10021702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1학기 3 김주현 정교수 남 10048375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1학기 4 남길임 Nam KilIm 정교수 여 10041243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1학기 5 박현수 정교수 남 10026799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1학기 6 백두현
PAEK DOO

HYUN
정교수 남 10027260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1학기 7 서혜은 조교수 여 10142846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1학기 8 이상규 LEE SANG KYU 정교수 남 10023624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1학기 9 정우락 정교수 남 10048123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2학기 1 김덕호 Kim Deok-ho 부교수 남 10035832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2학기 2 김재석 Kim, Jae Suk 정교수 남 10021702 내국인 대한민국

361-384



2016년 2학기 3 김주현 정교수 남 10048375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2학기 4 남길임 Nam KilIm 정교수 여 10041243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2학기 5 박현수 정교수 남 10026799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2학기 6 백두현
PAEK DOO

HYUN
정교수 남 10027260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2학기 7 서혜은 조교수 여 10142846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2학기 8 이상규 LEE SANG KYU 정교수 남 10023624 내국인 대한민국

2016년 2학기 9 정우락 정교수 남 10048123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1학기 1 김덕호 Kim Deok-ho 부교수 남 10035832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1학기 2 김재석 Kim, Jae Suk 정교수 남 10021702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1학기 3 김주현 정교수 남 10048375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1학기 4 남길임 Nam KilIm 정교수 여 10041243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1학기 5 박현수 정교수 남 10026799 내국인 대한민국

362-384



2017년 1학기 6 백두현
PAEK DOO

HYUN
정교수 남 10027260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1학기 7 서혜은 조교수 여 10142846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1학기 8 이상규 LEE SANG KYU 정교수 남 10023624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1학기 9 정우락 정교수 남 10048123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1 김덕호 Kim Deok-ho 부교수 남 10035832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2 김재석 Kim, Jae Suk 정교수 남 10021702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3 김주현 정교수 남 10048375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4 남길임 Nam KilIm 정교수 여 10041243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5 박현수 정교수 남 10026799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6 백두현
PAEK DOO

HYUN
정교수 남 10027260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7 서혜은 조교수 여 10142846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8 이상규 LEE SANG KYU 정교수 남 10023624 내국인 대한민국

363-384



2017년 2학기 9 정우락 정교수 남 10048123 내국인 대한민국

2017년 2학기 10 최은숙 조교수 여 10139444 내국인 대한민국

총 교수 수
2016년 18

외국인 교수 수
2016년 0

외국인 교수 비율
2016년 0

2017년 19 2017년 02017년 0

364-384



[첨부 10-1]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
번

주관
부처

사업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
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연구비
(천원)

(A)

총 연구비
중 입금액

(천원)
(B)

사업
참여교수
지분(%)

(C)

총 입금액
중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D=BxC)

연구비
입금일

(YYYYMMD
D)시작일 종료일

160301
-

170228
1 성주군

연구용역
(지자체)

성주 금석문
대관 편찬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5122

3
20171231 공동 97,837 97,837 50.0 48,918

20160331,
20160707

160301
-

170228
2

문화체육
관광부

국고보조
금사업

2016년도 국
어문화원 운
영 지원 사업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6030

1
20161231 단독 21,000 21,000 100.0 21,000

20160408,
20160805

160301
-

170228
3

한국연구
재단

우수학자
지원사업

한국 근대극
의 형성에 미
친 외국극의

영향

김재석 김재석 10021702
2016050

1
20170430 단독 38,970 38,970 100.0 38,970 20160509

160301
-

170228
4

국립국어
원

연구용역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남길임 남길임 10041243

2016042
5

20161221 공동 67,584 67,584 40.0 27,033
20160518,
20161221

160301
-

170228
5

국립국어
원

연구용역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남길임 김덕호 10035832

2016042
5

20161221 공동 67,584 67,584 25.0 16,896
20160518,
20161221,
20161130

160301
-

170228
6

한국연구
재단

저술출판
지원사업

최석정(崔錫
鼎)의 『경
세훈민정음

도설(經世訓
民正音圖說

)』연구

이상규 이상규 10023624
2016050

1
20170430 단독 10,000 10,000 100.0 10,000 20160519

160301
-

170228
7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
자지원

기능 범주로
서의 부정 표
현에 대한 말

뭉

남길임 남길임 10041243
2016050

1
20170430 단독 25,616 25,616 100.0 25,616 20160523

365-384



치 주도 연구

160301
-

170228
8

(재)율촌
재단

학술연구
비지원

전통 음식조
리서에 나타
난 한국어 음
식맛 표현의

연구

백두현 백두현 10027260
2015110

1
20161031 단독 22,000 11,000 100.0 11,000 20160531

160301
-

170228
9

국립한글
박물관

연구용역

소장 한글 필
사자료 정리
및 해제 연구

용역

이상규 이상규 10023624
2016052

0
20161130 공동 33,900 33,900 66.6 22,577

20160628,
20161230

160301
-

170228
10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
자지원

≪황성신문
≫에 실린 신
채호 작품의

발굴 연구

김주현 김주현 10048375
2016070

1
20170630 단독 12,960 12,960 100.0 12,960 20160630

160301
-

170228
11

한국연구
재단

저술출판
지원사업

모순의 힘 -
한국문학과
물에 대한 상

상력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6070

1
20170630 단독 10,000 10,000 100.0 10,000 20160704

160301
-

170228
12 경상북도

교부금사
업

경북 주요종
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
작(7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6070

5
20170818 공동 120,000 120,000 50.0 60,000

20160712,
20160907,
20160928,
20161018,
20161116,
20161221

160301
-

170228
13

한국연구
재단

토대연구
지원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
합 검색 시스

템 개발

박윤배 남길임 10041243
2016090

1
20170831 공동 259,800 259,800 12.5 32,475 20160909

366-384



160301
-

170228
14

(재)한국
학중앙연

구원

한국학분
야 토대연
구지원사

업

조선시대 영
남지역 종가
생활문화 자
료 집성 및

DB화

우인수 정우락 10048123
2016090

1
20170831 공동 224,100 224,100 14.3 32,046 20160919

160301
-

170228
15 경상북도

학술연구
용역

종가문화 인
류무형유산
등재학술연
구 타당성조

사용역

정우락 백두현 10027260
2015102

8
20160822 단독 26,940 26,940 100.0 26,940 20161101

160301
-

170228
16 경상북도

학술연구
용역

종가문화 인
류무형유산
등재학술연
구 타당성조

사용역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5102

8
20160822 단독 26,940 26,940 100.0 26,940 20161101

170301
-

180228
1

국립국어
원

연구용역
2017년 신어

조사
남길임 남길임 10041243

2017030
8

20171130 공동 68,300 68,300 40.0 27,320
20170320,
20171204

170301
-

180228
2

의성김씨
오토재종

중
연구용역

의성 오토산
진민사 학술
대회 개최 용

역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7032

0
20171231 공동 37,000 37,000 33.3 12,321 20170403

170301
-

180228
3

문화체육
관광부

국고보조
금사업

2017년 국어
문화원 지원

사업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7030
1

20171231 단독 24,000 24,000 100.0 24,000

20170424,
20170512,
20170531,
20170602,
20170605,
20170612,
20170705,
20170711,
20170712,
20170714,
20170718,
20170801,

367-384



20170807,
20170814,
20170823,
20170831,
20170913,
20171016,
20171026,
20171030,
20171205,
20171206,
20171207,
20171221,
20171222,
20171226,
20171227,
20171228

170301
-

180228
4

한국연구
재단

우수학자
지원사업

한국 근대극
의 형성에 미
친 외국극의

영향

김재석 김재석 10021702
2017050

1
20180430 단독 38,970 38,970 100.0 38,970 20170502

170301
-

180228
5

문화체육
관광부

국고보조
금사업

대구광역시
우리말 가꿈
이 운영 사업

지원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7030

1
20171231 단독 12,000 11,989 100.0 11,989

20170512,
20170614,
20170617,
20170705,
20170714,
20170814,
20170823,
20170914,
20170926,
20171013,
20171026,
20171114,
20171207,
20171213,
20171216,

368-384



20171226,
20171227,
20171228,
20171229

170301
-

180228
6

국립국어
원

학술연구
용역

표준국어대
사전 뜻풀이

보완 연구
임지룡 남길임 10041243

2017042
4

20171210 공동 97,500 97,500 14.3 13,942
20170517,
20171227

170301
-

180228
7

한국연구
재단

우수학자
지원사업

훈민정음의
문화중층론 :
관점의 전환
과 새로운 해

석

백두현 백두현 10027260
2017050

1
20180430 단독 39,180 39,180 100.0 39,180 20170522

170301
-

180228
8 성주군

연구용역
(지자체)

성주 금석문
대관 편찬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5122

3
20171231 공동 97,837 97,837 50.0 48,918 20170522

170301
-

180228
9

한국연구
재단

신진연구
자지원

경판 중국 번
안소설의 대

중성 연구
서혜은 서혜은 10142846

2017050
1

20180430 단독 13,060 13,060 100.0 13,060 20170525

170301
-

180228
10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
자지원

근대 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
증

김주현 김주현 10048375
2017070

1
20180630 단독 19,590 19,590 100.0 19,590 20170623

170301
-

180228
11

(사)구계
서원대관
대유계회

연구용역

龜巖學 資
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
역(1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7050

1
20171231 공동 45,000 45,000 66.7 30,015

20170705,
20170710,
20170721,
20170816

170301
-

180228
12

한국연구
재단

토대연구
지원

초중등 과학
수업 담화 말
뭉치 구축 및
활용 방안 연

구

박윤배 남길임 10041243
2017090

1
20180831 공동 203,736 203,736 11.1 22,614 20170921

369-384



170301
-

180228
13 경상북도

교부금사
업

경북 주요종
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
작(8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7092

1
20180920 공동 108,000 108,000 50.0 54,000

20171011,
20171016,
20171103,
20171207

170301
-

180228
14

(사)구계
서원대관
대유계회

연구용역

龜巖學 資
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
역(2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8010

1
20181231 공동 170,000 40,000 66.7 26,680 20180201

총 수주 건수

2016.3.1 ~ 2017.2.28 16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16.3.1 ~ 2017.2.28      423,371

2017.3.1 ~ 2018.2.28 14 2017.3.1 ~ 2018.2.28      382,599

계 30 계      805,970

370-384



[첨부 10-2]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
번

산업
체명

산업체
구분

지역
구분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
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

(A)

총
연구비

중 입금액
(천원)

(B)

사업
참여
교수
지분
(%)
(C)

총 입금액
중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D=BxC)

연구비
입금일

(YYYYMMDD)
시작일 종료일

총 수주 건수

2016.3.1 ~ 2017.2.28 0

산업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16.3.1 ~ 2017.2.28            0

2017.3.1 ~ 2018.2.28            02017.3.1 ~ 2018.2.28 0

계 0 계            0

371-384



[첨부 10-3] 최근 2년간 참여교수의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
번

해외
기관

명
국가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

(A)

총연구
비 중 입

금액
(천원)

(B)

사업
참여교수

지분
(%)
(C)

총
입금액

중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D=BxC)

환산
입금액
(천원)

(E=D*2)

해외
재원

(단위)

연구비
입금일

(YYYYMMDD)
시작일 종료일

총 수주 건수

2016.3.1 ~
2017.2.28

0
해외기관

연구비
총 입금액

2016.3.1 ~ 2017.2.28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2016.3.1 ~
2017.2.28

           0

2017.3.1 ~
2018.2.28

           02017.3.1 ~ 2018.2.28            0
2017.3.1 ~
2018.2.28

0

계 0 계            0 계            0

372-384



[첨부 11-1] 최근 2년간 참여교수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치
(P)

환산
편수

대표
실적
여부

게재
학술
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2016년 1

유치진의 릿쿄
대학 졸업논문
「숀 오케이
시 연구-주노

와 공작」

어문논총
1225-
3928

67 241
20160

3
1 0 1 김재석 10021702 1 0 1 1 1

2016년 2
유치진의 연극

입문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
연구

1225-
7729

51 15
20160

3
1 0 1 김재석 10021702 1 0 1 1 1

2016년 3

훈민정음에 내
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

미

어문론총
1225-
3928

67 9
20160

3
1 0 1 백두현 10027260 1 0 1 1 1

2016년 4
‘이다’의 범주
와 문법 기술

문법 교육
1738 -
5296

26 253
20160

4
2 0 2 남길임 10041243 1 0 1 1 0.5

2016년 5
이광수와 신채
호의 만남, 그

리고 영향

한국현대문
학연구

1229-
2052

48 149
20160

4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2016년 6
과학 텍스트

정의문의 유형
분석

한국어 의미
학

1226 -
7198

52 111
20160

6
1 0 1 남길임 10041243 1 0 1 1 1

2016년 7
병와 이형상의
<추록언문반
절설> 분석

국학연구론
총

2005-
1999

17 251
20160

6
1 0 1 이상규 10023624 1 0 1 1 1 대표

373-384



2016년 8

상해 시절 이
광수의 작품
발굴과 그 의

미

어문학
1225-
3774

132 219
20160

6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2016년 9

임진왜란기 대
구지역 한강학

파의 문학적
대응

퇴계학과 유
교문화

2233-
7032

59 69
20160

8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대표

2016년 10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
망

영남학
1738-
7760

30 7
20160

8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6년 11

종가문화의 인
류무형문화유
산 등재 방법

연구

영남학
1738-
7760

30 53
20160

8
1 1 2 백두현 10027260 1 0 1 1 0.5

2016년 12

삼.일극장의
<빈민가> 공

연과 유치진의
도쿄 구상

국어국문학
0451-
0097

176 533
20160

9
1 0 1 김재석 10021702 1 0 1 1 1 대표

2016년 13

상품평 텍스트
에 나타난 감
성표현 연구:

감성분석과 국
어학 연구의

접점

언어과학연
구

1229-
0343

78 101
20160

9
1 0 1 남길임 10041243 1 0 1 1 1

2016년 14

상해 독립신문
에 실린 이광
수의 논설 발
굴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0451-
0097

176 575
20160

9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대표

2016년 15

한남서림의 경
판본 소설 대
중화 방안과

그 소설

어문학
1225-
3774

133 169
20160

9
1 0 1 서혜은 10142846 1 0 1 1 1

374-384



사적 의미

2016년 16

泰村 高尙顔
의 현실인식과
그 문학적 대

응

동양한문학
연구

2005-
7520

45 185
20161

0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6년 17

｢꿈하늘｣의
새로운 읽기 –
역사담론을 중

심으로

한국근현대
사연구

1227-
8203

79 297
20161

2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2017년 1

고전소설 속
여·당 참전 중
국인의 형상화
방식과 시대적

의미

韓國古典
硏究

1226-
3850

36 11
20170

2
1 0 1 서혜은 10142846 1 0 1 1 1

2017년 2

<遼左紀行
>을 통해 본
張錫英의 만
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
1738-
8902

66 305
20170

3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7년 3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
안 연구 1: 지

리언어학적 방
법론을 중심으

로

사회언어학
회

1226-
4822

25 1 1
20170

3
1 0 1 김덕호 10035832 1 0 1 1 1 대표

2017년 4

유치진의 도쿄
구상 실천과

극예술연구회
의 <포기
>(Porgy)

한국극예술
연구

1225-
7729

55 209
20170

3
1 0 1 김재석 10021702 1 0 1 1 1

375-384



2017년 5

전통 음식조리
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

국어사연구
1738-
477X

24 183
20170

4
1 0 1 백두현 10027260 1 0 1 1 1 대표

2017년 6

대규모 웹크롤
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
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1598-
8694

29 72
20170

5
2 1 3 남길임 10041243 1 0 1 1 0.4

2017년 7

〈용과 용의
대격전〉에
대한 새로운

읽기

현대소설연
구

1229-
3830

66 37
20170

6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2017년 8
이상정 장군의
육필 유고 표

박기분석
동아인문학

1598-
6888

39 75
20170

6
1 0 1 이상규 10023624 1 0 1 1 1

2017년 9

조선시대 설인
귀 서사의 대
중화 양상과
그 시대의식

동양고전연
구

1226-
7910

67 35
20170

6
1 0 1 서혜은 10142846 1 0 1 1 1 대표

2017년 10

한국어 부정
구문 연구를

위한 말뭉치언
어학적 접근

한국어 의미
학

122671
98

56 135
20170

6
1 0 1 남길임 10041243 1 0 1 1 1 대표

2017년 11

『주초침저방
』(酒醋沈菹
方)의 내용 구
성과 필사 연

대 연구

영남학
1738-
7760

62 407
20170

9
1 0 1 백두현 10027260 1 0 1 1 1

376-384



2017년 12
대구지역의 구

곡문화와 그
특징

한민족어문
학

1229-
0742

77 121
20170

9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7년 13

德山洞府의
문화지리적 상
상력 - ｢神明

舍圖｣와 ‘덕산
문화’의 상관

성

남명학연구
1226-
8925

55 81
20170

9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대표

2017년 14

서계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그 의

미

영남학
1738-
7760

62 43
20170

9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7년 15

동고(東皐) 서
사선(徐思選)
시문학(詩文
學)의 공간 상
상력과 의미

구조

국학연구론
총

2005-
1999

20 103
20171

2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7년 16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민요학
1598-
9615

51 115
20171

2
1 0 1 최은숙 10139444 1 0 1 1 1 대표

2017년 17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
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

미

국어국문학
0451-
0097

181 163
20171

2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대표

2017년 18

중국 근대 신
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

영남학
1738-
7760

63 303
20171

2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377-384



논문 총
환산편수

2016년 16 2017년 17.4 2018년 0 총계 33.4

378-384



[첨부 11-2] 최근 2년간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치
(P)

환산
편수

대표
실적
여부

게재
학술지

명

학술지
구분

e-
ISS
N

ISS
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2016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A
morph
eme-
based
analys

is of
lexical
bundl
es in

Korea
n: An

Interfa
ce

betwe
en

corpu
s-

driven
appro

ach
and

lexico
graph

Lexicog
raphy

Journal
of

ASIALE
X

219
7-

430
6

219
7-

429
2

3 39 201610 2 1 3
남길

임
1004124

3
1 0 1 1 0.4

2017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土月會
の東道
の上演
に關す
る硏究

朝鮮學
報

057
7-

976
6

241 1 201701 1 0 1
김재

석
1002170

2
1 0 1 1 1

379-384



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총 계 0

기타국제학술지 2016년 0.4 2017년 1 2018년 0 총 계 1.4

380-384



[첨부 11-3] 최근 2년간 참여교수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
(T)

국어/
외국어

저서
가중치

(P)

신간/개정

환산편수
(A*P*S/T)

대표실적
여부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
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6
년

국어 저서 1
증보정음발달

사
역락

979-
11-
568
6-

274-
1

19 201604 4 이상규
1002362

4
1 2 신간 1 0.5

2016
년

국어 저서 2 소통학
대영문화

사

978-
89-
764
4-

544-
7

147 201607 14 이상규
1002362

4
1 2 신간 1 0.1428

2016
년

국어 저서 3
경북내방가사

1
북코리아

978-
89-
632
4-

505-
8

13 201608 6
이상규,김

덕호

1002362
4,100358

32
2 2 신간 1 0.6666

2016
년

국어 저서 4 신어
커뮤니케
이션북스

979-
11-

304-
466
3-9

2 201608 2 남길임
1004124

3
1 2 신간 1 1 대표

2016
년

국어 저서 5 묵암문집
한국국학

진흥원

978-
89-
617
8-

098-
8

21-
22

13 201609 3 정우락
1004812

3
1 2 신간 1 0.6666

381-384



2016
년

국어 저서 6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

사

978-
89-

681-
739
6-7

201609 14
백두현,남
길임,김덕

호

1002726
0,100412
43,10035

832

3 2 신간 1 0.4285

2016
년

국어 저서 7
김치, 한민족

의 흥과 한
세계김치

연구소

979-
11-
874
35-

05-1

345 201612 8 백두현
1002726

0
1 2 신간 1 0.25 대표

2016
년

국어 저서 8 봉산욕행록
성주문화

원

979-
11-
600
32-
2-7

11 201612 3 정우락
1004812

3
1 2 신간 1 0.6666

2016
년

국어 저서 9
선비, 인을 품
고 의를 걷다

예문서원

978-
89-
764
6-

360

113 201612 12 정우락
1004812

3
1 2 신간 1 0.1666

2017
년

국어 저서 1
경북내방가사

2
북코리아

978-
89-
632
4-

508-
9

13 201701 4
이상규,김

덕호

1002362
4,100358

32
2 2 신간 1 1

2017
년

국어 저서 2
경북내방가사

3
북코리아

978-
89-
632
4-

509-
6

13 201701 4
이상규,김

덕호

1002362
4,100358

32
2 2 신간 1 1

2017
년

국어 저서 3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 조
선 중기의 '낙

중학'

계명대학
교출판부

978-
89-
758
5-

270 201701 8 정우락
1004812

3
1 2 신간 1 0.25

382-384



761-
1

2017
년

국어 저서 4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새문사

978
897
415

201704 1 서혜은
1014284

6
1 2 신간 1 2 대표

2017
년

국어 저서 5
한어방언지리

학
한국문화

사

978-
89-
681
7-

516-
9

16 201706 16
이상규,김

덕호

1002362
4,100358

32
2 2 신간 1 0.25

2017
년

국어 저서 6
한국어텍스트

감성분석
커뮤니케
이션북스

979-
11-

288-
059
8-1

2 201707 2 남길임
1004124

3
1 2 신간 1 1 대표

2017
년

국어 저서 7
음식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

문화

경북대학
교출판부

978-
89-
718
0-

460-
5

201709 8 백두현
1002726

0
1 2 신간 1 0.25 대표

2017
년

국어 저서 8
화두를 찾아서
-문학의 화두,

삶의 화두
역락

979-
11-
624
4-

001-
8

34 4 201711 1 김주현
1004837

5
1 2 신간 1 2 대표

2017
년

국어 저서 9
경주말의 보존

과 활용
나정문화

사

979-
11-
8-

793
3-

02-1

45 201712 10
이상규,백

두현

1002362
4,100272

60
2 2 신간 1 0.4

383-384



2018
년

국어 저서 1 직서기언
경진출판

사

978-
89-
599
6-

561-
8

13 201801 1 이상규
1002362

4
1 2 신간 1 2 대표

2018
년

국어 저서 2
컴퓨터를 활용
한 방언학 연

습과 실제

한국문화
사

978-
89-
681
7-

590-
9

1 201801 16
이상규,김

덕호

1002362
4,100358

32
2 2 신간 1 0.25

2018
년

국어 저서 3 경세훈민정음 역락

978-
11-
624
4-

206-
7

1 201802 1 이상규
1002362

4
1 2 신간 1 2 대표

2018
년

국어 저서 4
한국고전문학
과 문화어문학

역락

978-
11-
624
4-

208-
1

201802 13
정우락,최

은숙

1004812
3,101394

44
2 2 신간 1 0.3076 대표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6년 4.4877 2017년 8.15 2018년 4.5576 총계 17.1953

외국어 저서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총계 0

384-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