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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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1~`19.8.31 국어국문학과 8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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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기간 대학원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18.3.1~`19.8.31 국어국문학과 17 19.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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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문별 - <교육역량 영역>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사업단의 교육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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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본 사업단은 어문학이 생활을 기반으로 한 문화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영남의 어문학 자산이 지닌 가치를 새

롭게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어문학 교육을 혁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사업단은 한국어, .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여 혁신을 추동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실용화 능력과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을 양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사업단의 교육 비전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어문학 관련 국내외 전문,

가의 초청 특강 및 사업단 주최 국내 국제 학술대회를 기획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우수한 대학원생의 확보· · .

를 위해 학 석사 연계 과정 을 운영하였고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교육‘ · ’ , ‘ ’

과정과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연 회의 사업단 자체평가와 년 주기의 한국. 1 2

연구재단 성과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단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반성적 성찰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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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문화어문학 교육의 심화와 확산1) :

학문과 일상의 소통(1)

미시사적(2) 접근방식의교육

융합적 탈경계적 관점의 교육(3) ·

실용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4)

근접성에 입각한 문화어문학 교육(5)

사업단의 교육 목표 국제성을 겸비한 연구 및 실용 인력 양성2) :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1)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인력①

영남어문학 자료의 화 인력DB②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연구 인력③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2)

지역 어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인력①

지역 어문학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인력②

지역문화 정책의 컨설팅 전문인력③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3)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①

어문학 자산의 번역 연구 인력②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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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단의 주요 성과2.

현장 밀착 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어문학 자산의 발굴에 의한 교육 및 연구 수행1)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은 학문과 일상의 소통 이론과 현장의 소통을 지향하여 어문학의 교육과 연구가,

생활로 환원되어 그 성과가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편.

하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등의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여 현장과 밀착된 한국어문학 교육을< >

구체화하였다 이외에도 사업단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대학.

원생들이 지역 어문학 자산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

다.

본 사업단에서 실시한 대표적인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 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매년 회 총 회 실시(1) - ( 1 ) 6

현장 밀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 어문학 자산의 발굴 및 연구 매년 회 이상(2) ( 4 )

영남 권역별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매년 회 이상(3) ( 2 )

영남 지역 어문학 자산 발굴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수행 참여 기회 제공 가야산 선비 산수길(4) (‘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참가 등’ )

영남 지역과 밀착된 참여인력의 연구 성과를 사업단 총서로 발간 년 년 책 발간(5) (2018 , 2019 2 )

지역의 생활 문화와 결부된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 수행2)

본 사업단은 중앙 중심의 거시사적 시각에서 소외된 지역과 생활을 미시사적 접근 시각을 활용하여 발

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대학원 교육과정에, .

서는 영남지역어문학연구 와 같은 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지역의 생활 문화와 밀착된 한국어문학 교육을< >

추구하였다 이외에도 참여대학원생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교육.

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및 연구 수행을 통해 지역의 생활 문화와 결부된 다수의 학술 논문.

및 저서가 발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지역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등의 대학원 교과목 신규 개설(1) < >, < >

재선정 평가 이후 지역어문학을 을 주제로 한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개최 실적(2)

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지역어문학과 매체- : (2016.8.16.)

지역어문학의 국제화(2017.8.17.)

지역어문학과 지역문화(2018.8.17.)

지역어문학의 현실대응(2019.8.23.)

지역어문학의 문화콘텐츠 산업화 및 실용화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수행(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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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9.)

지역 근대 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현장 조사 등- (2017.7.5.)

지역 생활 문화와 결부된 참여대학원생 논문 및 저서 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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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및 전공 간 팀티칭 강의에 의한 융합적 탈경계적 관점의 교육 수행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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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분과학문 체계 속에서 본 사업단이 학문. , ,

적 경계를 뛰어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다수의 문화어문학 연구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 제도 운영(1)

논문 주제를 고려해 공동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참여대학원생을 지도함-

본교 학위 수여 규정 조 항에 학과장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이 대학교 교- 36 “ 1. ,②

원 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연구원 인을 추천한 경우나 국가인정자격증 취1 1 , 2.

득 또는 국가정책과제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인을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2 ”

본교 학위수여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에 대해 핵심 전공을 지도하- ,

는 책임 지도교수와 논문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전공교수를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함으로써 융합적

방법을 살린 창의적 논문이 산출되도록 지도

고전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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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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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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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은 융합적 탈경계적 교육을 지향하고 분과학문의 제한적 틀을 탈피하기 위해 대학원 교(2) ·

과목을 중심으로 팀티칭을 확대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남지역어문학연구 의 경우 국어학 전공교수와 문학 전공교수가 함께 강의- < > < >

융합적 사고에 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대학원 연계과정에 한국어문화론 과 스토리텔링의 세(3) - < > <

계 와 같은 융합과목을 신규 개설>

실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수행4)

한국어문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결부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획득될 수 있

으며 그 효용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 어문, .

학 자료를 조사 발굴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어문학 자산.

의 실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의 성과는 관 학협력에 의한 구체적 성과로 실현되었다- .

한국어문학 자산이 가진 실용적 가치 발굴과 문화 산업화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1)

대학원 교육과정에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이라는 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한국어문학 자산의 문- < >

화콘텐츠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수행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교과목에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현장 및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에 대한 체험 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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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

교육 및 연구의 적용을 위해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가동(2)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는 경상북도 발주 경북 주요종가 소개 책자- “

및 영상물 제작 사업은 영남지역 전통문화인 종가와 이와 관련된 각종 어문학 자료를 가공하고 전통”

문화가 가진 실용적 가치를 발굴 실현하는 사업·

근접성에 입각한 문화어문학 교육 수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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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본 사업단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남지역은 다른 여타의.

지역에 비해서도 한국의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사업단은 영.

남지역이 가진 장점에 주목하면서 한국어문학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비전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사업단은 지속적인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한국어문학을 지역적 차원에서 교육(1)

차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 총 과목 신규 개설- 1 (2014) : ( 6 )

차 대학원 교육과정 부분 개편 총 과목 학점에서 학점으로 개편- 2 (2018) : ( 2 2 3 )

차 대학원 교육과정 전면 개편 총 과목- 3 (2019) : ( 8 )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적 기반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기획 개최(2) ,

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지역어문학과 매체- : (2016.8.16.)

지역어문학의 국제화(2017.8.17.)

지역어문학과 지역문화(2018.8.17.)

지역어문학의 현실대응(2019.8.23.)

참여인력의 다양한 논문 및 저서를 통해 영남 어문학의 가치를 재발견(3)

사업단 총서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 < >, ( , 2015)

사업단 총서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3 < >, ( , 2018)

사업단 총서 대구 공간과 문화어문학 역락- 4 < >, ( , 2019)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단의 주요 성과3.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1)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는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다수의 연구 인

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인력은 국제성을 겸비함으로써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단의 노력과 성과를 세분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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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인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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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실용 어문학에 대한 이론을 구축해 나갈 연구자를 양성.

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본 사업단에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해왔다.

첫째 기존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문화어문학 이론 관련 신규 교과목을 적극 개설 운영하였, ·

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은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과 관련한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요한 도움.

이 되었다.

차 대학원 교육과정 문화어문학 관련 과목 신규 개설- 1 (2013) : 6

차 대학원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영문학술논문작성법 및 한국어논문작성법 학점- 2 (2019) : < > < > 2

에서 학점으로 개편3

둘째 문화어문학 이론의 구체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가와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매,

년 회 이상의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특강은 문화어문학의 방향성과 이론적 정합성을 검증하5 .

고 이론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의 교육에 널리 활용되었다, , .

사업단 주최 전문가 초청 특강 연 회 이상- ( 3 )

사업단 주최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연 회 이상- ( 2 )

셋째 본 사업단은 사업 시작 이후 각각 연 회 이상의 아젠다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1

외부 연구자 및 참여인력의 논문 발표를 유도하고 문화어문학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

하였다.

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 연 회 개최- ( 6 )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연 회 이상 개최- ( 1 )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연 회 개최- ( 1 )

이러한 본 사업단의 교육 과정 운영은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

며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단의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

영남어문학 자료의 화 인력(2) DB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질서화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본 사업단의 이러한 교육 목표는 영남지역의 방대한 어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전문 인력이 지역 사회 내에서 부족함을 직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남어문학 자료의 화. DB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첫째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과 영남지역어문학연구 와 같은 대학원 교육 과정을 통해, < > < >

자료의 수집과 체계화에 대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의한 이론 교육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 영남어문학 자료 수집 및 정리와 관련된 연구,

과제에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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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 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화- “ DB (2016.3.1.~2020.3.31)”

구암학 자료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 사업- “ (2017.05.1.~2018.12.31.)

삼국유사 디지털 역주사업 연구 대행 용역 이외 다수- “ (2019.5.14.~2019.10.13.)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연구 인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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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참여대학원생의 문화 이론 및 문화어문학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킬 수 있.

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영남지역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내포되어 있는 영남문화의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데 사업단의 역량을 집

중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단 자체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론과 현장의. ,

접목을 도모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경북 북부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 조사 및 실습- ‘ (2017.4.12.)’

대구지역 근대 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현장 조사 이외 다수- ‘ (2017.7.5.)’

이러한 교육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이라는 본 사업단

의 교육 목표는 더욱 많은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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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을 실용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세웠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

용화 전문 인력 양성은 본 사업단의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었다.

지역 어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인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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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 개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세부 목표로 두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노력을 하였다.

첫째 본 사업단은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문학문, . <

화콘텐츠개발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실무 능력을> ,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 사업단은 지역 유관기관과 상시적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력 배출을 위한 제반 기,

반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단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과 같은 지역 유관기관과 상시적 협력을 위한 협.

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 문화콘텐츠 현장실습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 . “

북문화콘텐츠진흥원 실무자와의 토론회 와 같은 프로그램이었으며 지역 어문학 프로그램(2016.12.9.)” ,

의 개발 과정과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에 활용하였다.

넷째 본 사업단은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지역 어문학의 실용화를 구체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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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문학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인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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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향유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 어문학 자산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매

진하였다 이러한 본 사업단의 그간의 노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학부 교육과정에 스토리텔링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고 이와, ,

연계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에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노력을 하였다.

학부 융합과목 스토리텔링의 세계- < >

대학원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 >

둘째 본 사업단은 경북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개발, ,

인력의 향후 진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였다.

지역문화 정책의 컨설팅 전문인력(3)

본 사업단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교육의 목표를 두어 왔다 지.

역의 문화 정책은 지방 분권 시대가 뿌리 내림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컨설팅 전문 인력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면서 본 사업단은 문화.

정책과 관련된 전문 인력 특히 지역 어문학을 전공하면서도 실용화 능력을 함께 겸비한 인재들을 육성,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첫째 지역어문학과 관련된 대학원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지역 어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

고 지역 어문학의 실용화 방안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실무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였다, .

둘째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이론 교육과 함께 지역 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그 예가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에 참여대학. “ ”

원생이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경상북도청에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향은 향후 지속시켜 나갈 예.

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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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1)

본 사업단에서 주목하는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자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단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첫째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이 가진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국제학술지를 통한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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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을 갖춘 영남지역 어문학 연구 전문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둔 교육과정이 필수이다.

대학원 교과목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 영어 논문 작성 교육을 강화- < > :

대학원 교과목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외국인 학생들의 논문 작성 능력 향상- < > :

대학원생 학술 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를 시행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 ’ :

의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학술대회와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

둘째 본 사업단은 이러한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적응과 국내 학생의 글로벌 감,

각을 함께 키워나가고자 노력하였다.

매년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들의 장 단기 연수와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 .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으로서의 능력을 배양

어문학 자산의 번역 연구 인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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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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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원하여 최근 중국 현지에서 출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번.

역서들은 한국어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참여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고 있긴 하지만 내국인 참여,

대학원생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사업단 참여인력의 전체적인 번역 능력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대표.

적인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하남성인민출판사- < - >(2016, )自然與倫理 韓國吳晩煥詩與詩評選集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이자 평론가인 오만환의 시와 시평 중 대표 작품을 선별하여 중국어

로 번역한 저서이며 중국 현지에 출간되어 호평을 받았다, .

이 외에도 최근 참여대학원생이 저서 번역에 참여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향후 참여대학원생 참가 번역서 출간 예정 목록*

도서출판 바닷바람 공역 년 월 출간 예정- < >, ( , 2019 9 )晏子

지식을 만드는 사람 년 월 출간 예정- < >, (2020 3 )西天先生文集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3)

본 사업단에서는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한국어문학 자산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단의 교육과정에 문화콘텐츠 개발 이론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

학부 융합과정 스토리텔링의 세계- < >

대학원 교과목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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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참여,

하는 특강을 개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서양고전문헌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 ‘ , ’(2018.11.16.)

서울대 안재원 교수의 특강은 미국 터프츠 대학의 고전문헌학 리소스 제공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인

페르세우스 프로젝트 의 경과를 소개하고 이러한 디지털 도서관과 우리의 한국어문학 자산이 어떻게‘ ’ ,

결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 초청 특강은 본 사업단이 추.

구하는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이라는 교육 목표에 매우 부합된 대표적인 사례라‘ ’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사업단은 다양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해외석학 초청 특강을 기획하면서 이러.

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셋째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하는 해외 단기 연수를 통해 외국의 문화콘텐츠 사례를 조사하,

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연수- (2018.1.18.~1.21.)

최근 이루어진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연수는 한중 역사문화 현장을 조사 연구한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

적으로는 동아시아 내에서 설화와 고전소설로 전승되고 있는 양축설화의 중국 내 문화콘텐츠 사례와 한

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의 어문학 자산이 국제적인 문화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외에도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단기연수를 추진.

하면서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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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및 운영 실적 대비 실적

 (학사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수여 제도의 선진화 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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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및 운영 실적 학사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수여

제도의 선진화 실적 포함

본 사업단은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그 동안 대학원 교과‘ ’

과정을 개편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여 문화어문학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심화 확대하고자 노력,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목 운영을 개선하고 융합교과목인 스토리텔링의 세계 와 한국어문화. , < > <

론 같은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국내외 학생의 논문 작성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영문학논> . <

문작성법 한국어논문작성법 을 개설 운영하면서 새로이 재편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 > .

문화어문학 관련 개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강의 평가에 의한 환류 시스템을 구,

축 운영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어문학 관련 강의 동영상을 사업단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 .

여 교육과정의 투명성을 재고하였다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학 석사 연계 전공, . ‘ ·

을 통한 실무 인력 양성 과정 과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과정 의 투 트랙’ ‘ · ’ (Two)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학과 내 공동지도교. <

수제 를 운영함으로써 전공을 뛰어넘는 융 복합의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성과1.

교육과정 구성 실적1)

문화어문학의 특성화를 위한 석 박사 공통 교육과정 운영(1) ·

본 사업단은 국제성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 영역 위주의 기존 교

육과정을 개편하여 년 학기부터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의2014 1 · .

평가 환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교육과정 운

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문화어문학 관련 필수 교과목 운영①

과정 교과목명 학점 내용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3

문화어문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어문학연구의 방법,

론적 현신을 위한 이론 탐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3
문화어문학 관련 현장 및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현장

학습 및 조사

박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3

지역어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한국어문학의,

내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구명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3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 학습과 실습

및 실무 능력 배양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3

국제학술지 논문 제출을 위한 영문 학술논문 작성 능력

배양

한국어논문작성법 3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 및 번역 능

력 배양

문화어문학 필수 교과목의 정기적 개설과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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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제시한 석 박사 필수 이수 교과목들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세분화된: · , ,

기존의 교과목들과는 달리 세부 전공 간의 단절을 극복하면서 사업단이 추구하는 문화어문학 전문가로,

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과목들이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년을 주기로 개설 운. 2

영되나 영문학술논문작성법 및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의 경우에는 매년 개설하, < > < >

여 내국인 학생들의 영문 학술 논문 작성 능력 및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는

데 활용하였다.

학제 간 팀티칭에 의한 융합적 연구 능력 배양-

문화어문학 교과목의 특성상 학제 간 교과 운영이 필요한 과목은 국어학 담당교수와 문학 담당교:

수 또는 현대문학 담당교수와 고전문학 담당교수의 팀티칭으로 운영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융합적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년 학기부터 년 학기까지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2018 1 2019 1 .

년 학기 문화어문학연구 개설 담당교수 조유영 고전문학* 2018 1 < > : ( )

년 학기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담당교수 최준 국어학 배지연 현대문학* 2018 1 < > : ( ), ( )

년 학기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개설 담당교수 조유영 고전문학 홍미주 국어학* 2018 2 < > : ( ), ( )

년 학기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 담당교수 브랜 윤화 영문학* 2018 2 < > : ( )

년 학기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개설 담당교수 김주현 현대문학 조유영 고전문학* 2019 1 < > : ( ), ( )

년 학기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담당교수 오선영 한국어교육 조유영 고전문학* 2019 1 < > : ( ), (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목 운영의 내실화-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과 한국어논문작성법 은 년도부터 년도까지 모두 학점으로 개설: < > < > 2014 2018 2

되어 왔으나 참여대학원생들의 적극적 요청과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년, 2019 3

학점으로 변경 개설되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이 교과.

목의 운영의 내실을 가져온 성과라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 두 과목을 매년 개설하여 국내외 대학원생.

들의 연구 능력 증진과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적 소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전공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 및 운영②

년 월 사업이 시작된 이후 본 사업단은 과목으로 편성된 문화어문학 필수 교과목 외에도 기존의2013 9 6

대학원 교과목 중 문화어문학과 유관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문화어문학 심화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였·

다 이러한 심화교과목들은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 교과목과의 연장선 내.

에서 기본 이론 탐색과 심화 연구로 이어지는 대학원 교육과정의 틀을 구성하였다.

심화교과목 담당교수와 사업단과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문화어문학 필수 교과목과 분야별 심-

화 교과목의 관계를 기본 이론 탐색 심화 연구 의 운영 체제로 편성‘ - ’

문화어문학 심화 연구를 위한 심화 교과목 목록 총 과목- ( 15 )

문학분야 심화교과목

과목(8 )

한국비교문학특강 문화론연구 한국고전문학배경론 판소리계소설< >, < >, < >, <

론 한국문학문헌연구 한국민요연구>, < >, < >, 한국무가연구< > 한국구비문학, <

연구>
국어학분야 심화교과목

과목(7 )

방언론연구 국어자료처리연구 국어사문헌연구 한국어문화론연구< >, < >, < >, < >,

국어문화자원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사전편찬학연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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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대학원 심화교과목 중 한 과목을 변경 개설 예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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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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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관련 교과목 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연계 교과목 운영은 문화어문학에 대한 학부 학’ .

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켜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학 석사 연계 교과목 운영에 있어 본 사업단은 각 과목 담당교수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강의 운영을 상시적으로 협의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더욱 밀착 운영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

니라 사업 시작 이후 국어국문학과 내 연계 교과목만이 아닌 학제 간 융합교과목으로 스토리텔링의 세<

계 를 편성하였으며 년 학기에는 융합교과목으로 한국어문화론 담당교수 김덕호 를 신규 개설> , 2017 2 < >( )

하여 연계 교과목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융합적 인재 양성에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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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 >, < >, < >

신설 연계 교과목 년 학기 융합과목 한국어문화론 신설2017 2 < >

문화어문학에 대한 학부생들의 이해력 증진을 위한 연계 교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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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학부과정에 문화어문학 이론을 탐색하는 문화어문학개설 과목을 개설할 예정- < >

문화어문학 관련 다수의 교과목 개설 실적④

본 사업단이 속해 있는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의 석 박사 교과목은 총 과목이 편성되· 91

어 있고 그 가운데 한 과목은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과목이다 대학원에 개설 운영되고 있는, < > . 91

과목에서 본 사업단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문화어문학 과목은 모두 과목이며 그 외 문화어문학 관· 6 ,

련 심화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이 모두 과목이다 따라서 문화어문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15 .

있는 대학원 과목은 모두 개 교과목이라 할수 있으며 전체 교과목의 정도로 대학원 교과목에서21 , 23%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 교과목 외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부과정에도 학 석사 연계 문화어문학 교과목을·

편성하여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일정하게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에서 본 사업단의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들은 지난 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수의 교과목이 개6

설되어 왔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문화어문학관련 다수의 연구자들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개편 심화교과목

과목(1 )
기존 교과목 한국무가연구 개편 교과목 고전시가와 매체 연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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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교과목 구분 교과목 명

학부과정

학 석사 연계·

교과목 과목(7 )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 < >, < >, <

이해 방언학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 >, < >, < >

학제간 융합

교과목 과목(2 )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어문화론< >, < >

대학원과정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과목(6 )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남지역어문화연< >, < >, <

구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 >, < >,

한국어논문작성법< >

심화 교과목

과목(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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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소리계소설론 한국문학문헌연구 한국민요연구 한< >, < >, < >, <

국무가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방언론연구 국어자료>, < >, < >, <

처리연구 국어사문헌연구 한국어문화론연구 국어문>, < >, < >, <

화자원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사전편찬학연구>, < >, < >

사업 시작 이후 대학원 석 박사 과정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과목을 개설- ·

기존의 전공 중심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을 양성-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지금까지 학부 대학원 연계 교육 과정 구성- ·

학부 대학원의 연계 교과목을 통해 학부생의 문화어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학원 진학을- · ,

유도

국어국문학과 학부생들은 학부과정에서 개설되는 학 석사 연계 교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에서는- · ,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체제로 교육과정을 운영

교내외 학과 간 공통 교과목 개발 및 교과과정 다양화 실적⑤

본 사업단의 국어국문학과는 지금까지 융합전공인 역사문화콘텐츠개발전공 교과과정에 참여하여 한‘ ’

국어문학 자산의 콘텐츠화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전공에는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미술. , ,

학과 음악학과 등이 참여하여 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어, .

국문학과 또한 기존의 과목들과 함께 융합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에 참가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교내,

학과 간 공통 교과목 개설 및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 개선 실적2.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1)

본 사업단의 개설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1)

지금까지 본 사업단 소속 대학에서는 개설 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리고 대.

학에서는 그 결과를 학생들 및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강의의 질과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을 향상시키는데 꾸준히 활용해 오고 있다 본 사업단의 운영 과목 및 연계 과목 또한 대학의 강의평가.

융합전공 역사문화콘텐츠개발전공‘ ’

참여 국어국문학과 교과목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방언학< >, < >, < >

국어국문학과 담당 융합 교과목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어문화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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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의해 학내 구성원 및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또한 자체적으로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들에 대해 모두 중간 강의평가와 기말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다음 강의 개설 학기에, ,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강의 평가 환류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다‘ ’ .

사업단 소속 대학의 경우 개설 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공개- ,

학생의 성적 확인을 위한 필수조항으로서 강의평가제 강제 시행-

강의평가 실시 비율 유지- 100%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실적(2)

본 사업단에 의해 개설된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는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이 구축되어‘ ’

있다 지금까지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사업단 운영 교육과정에도 많은 개. ‘ ’

선이 이루어져왔다 대상 과목은 문화어문학연구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영남지역어문학연구 한. < >, < >, < >, <

국어논문작성법 문화어문학현장실습 한국어문화콘텐츠개발 이다>, < >, < > .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운영 방법은 개설 과목의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중간 강의평가와 기말 강‘ ’

의평가를 실시하고 강의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교수가 강의평가 환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작성한 강의평가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강의 수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

였다 학기말 이후에는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서 강의평가 결과와 강의평가 환류 보고서를 통해 교.

과목의 강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가 향후 개설 교과목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

치하였다 지금까지 실시한 이러한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은 교과목 운영의 내실화와 사업단의 인재. ‘ ’

양성에 기여하면서 교과 운영의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 개설 운영하는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과 한국어논문작성법 은 사업단 참여 국내외 대학< > < >

원생들의 연구 능력 증진과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적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

다 년도부터 년도까지 모두 학점으로 개설되어 왔으나 과목리 가진 중요도에 비해 학생들의. 2014 2018 2 ,

수강이 높지 않은 문제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 사업단의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으로 정. ‘ ’

확히 진단하고 참여대학원생의 요청을 받아들여 년 학기부터 두 과목을 모두 학점에서 학점으, 2019 1 2 3

로 변경 개설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한 본 사.

업단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년도 학기부터 년 학기까지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자체 강의평가 실시 한 한기 당 회- 2014 1 2019 1 ( 2 )

강의평가 결과 사업단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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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년도 학기 년도 학기(2018 1 ~ 201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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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학기2018 1

과목명 문화어문학1. :

담당 교수 조유영2. :

22-346



- 6 -

강의목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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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학 내지 어문학에 대한 위기적 상황 인식1)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 단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2)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배경3)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모색4)

평가4.

장점

서로 다른 전공 학생들 간의 상호 소통과 융합적 연구1)

기존의 전공과목에서는 다룰 수 없는 문화이론을 탐색2)

문화어문학 이론에 대한 구체적 접근과 실제 연구에 적용3)

단점

생소한 이론 및 연구방법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1)

새로운 수업 모델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2)

타 전공 논문 발표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3)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5. :

타 전공 간 학생들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유도1)

사업단 주체 특강 및 세미나 기획을 통해 문화어문학 관련 이론에 대한 참여대학원생들의 이해 증진2)

수업 준비 과정의 정례화4)

논문 발표 주제 선정에 있어 문화어문학 이론의 적극적 적용 유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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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학기2018 2

과목명 영남지역어문학연구1. :

담당 교수 홍미주 조유영2. : ,

강의목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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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내지 어문학에 대한 위기적 상황 인식1)

영남지역어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관성을 규명2)

영남지역어문학을 문화콘텐츠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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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4.

장점

문화어문학에 전공별 접근 방법을 국어학 전공 교수와 고전문학 전공 교수를 통해 융합적으로 이해1)

할 수 있었음

영남지역 어문학의 문화콘텐츠 창출 사례를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2)

영남지역 어문학의 실제 문화콘텐츠 양상을 현장 답사를 통해 이해3)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개별 연구를 진행4)

단점

문화콘텐츠 이론에 대한 생소함에 의해 수업 이해도가 낮아짐1)

각각의 전공에 적합한 문화콘텐츠 이론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함2)

현장 실습이 한 번만 이루어져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제한적임3)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5. :

문화콘텐츠 이론에 대한 참여대학원생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단 기획 특강 및 초청 강연을1)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선수 학습을 유도하여 문화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2)

수업에 현장 실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3)

어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발문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심층 토론이 이루어 질4)

수 있도록 유도함

서로 다른 전공 간의 내적 소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개방적 사유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5) ,

향후 다른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

개인 발제 내용에 수업 목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언하고 이를 학술지에 실을 수 있도록 유6) ,

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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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학기2019 1

과목명 한국어논문작성법 외국인 대상1. : ( )

담당 교수 오선영 조유영2. : ,

강의목적3. :

이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문장 기술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좌의 하위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술 논문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1) .

글쓰기 과정에 따라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학술 논문을 작성한다2) .

평가4. .

장점

외국인 학생들의 어학 능력에 맞춘 실질적 수업 진행1)

학술 논문의 체제와 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2)

실제 학술 논문 작성을 통한 외국인 학생들의 실력 배양3)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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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의한 수업 수준의 통일성 확보1)

짧은 수업 시간에 의한 첨삭 지도의 부족2)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5. :

외국인 학생들의 기본적인 언어 능력 습득이 필요함에 따라 수강 이전 어학원 수업 수강 유도1)

전공별 집담회를 통해 학술 논문 작성에 대한 사전 지식 교육2)

외국인 학생의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한 사업단 차원의 상시적 도움 체계 구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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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우수 강의 동영상 온라인 공개2)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의 강의 동영상을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

다 이러한 문화어문학관련 대학원 강의 동영상 공개를 통해 사업단 참여인력 외.(http://bk21ync.org/)

에도 누구나 사업단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강의 동영상은 현장 탐방 및 실습을 통< >

해 문화어문학의 실용화 가능성과 연구방법으로서의 적용과 관련된 수업 사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동.

영상 강의는 문화어문학관련 현장 조사에 대한 이론 강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보여주

어 예비 수강자의 강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향후에도 사업단 개설 문화어문학 교과목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홈페이지에 더 많이 게시할 예정이다.

투 트랙 운영 체계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실적3) (Tow)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 시작 이후 대학원 교육과정을 투 트랙으로 개편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Two)

두고 있다 본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투 트랙 운영 체계 는 학부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묶어. ‘ (Two) ’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 실무 인력 을 양성하는 학석사연계과정 과 대학원 석 박사 전문과정을 통‘ ’ ‘ ’ ‘ ·․

해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을 양성하는 두 가지 운영 체계를 말한다‘ ’ .

본 사업단은 사업 시작 이후 투 트랙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학부와 대학원 연계 교육 프로그‘ (Two) ’

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

련하였다 또한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을 위해 대학원생들의 연구 수월성 증진. ‘ · ’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학석사 연계 과정에 의한 실무인력 양성 과정 운영(1) ․

연 회 학부생 대상 플러스 사업 설명회 개최2 BK21①

본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회 현재 대학원에2

서 수행하고 있는 플러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단의 아젠다<BK21 > .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 학부생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플러스 사업 및 대학원에 대한 학BK21

부생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학 석사 연계를 강화하였다 뛰어난 인재를 대학원에 유치하기, · .

위한 활동인 사업단의 설명회는 대학원 인재 영입에 많은 공헌을 해 온 행사라 할 수 있다.

학부 대학원 연계 문화어문학 교과목 운영·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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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교육과정 체계 상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

그러나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의 유기적 연계와 우수 대학원생 조기 확보를 위해 학부 석사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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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 < >, < >, < >, <

언학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한국어문화론 을 문화어문학 연계>, < >, < >, < >, < > ‘

교과목 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계 과정을 이수한 학부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 ,

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학부 대학원 공동 세미나 및 학술 활동 지원·③

본 사업단에서는 연 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학부 대학원 공동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1 · .

한글날 기념 공동 세미나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학술 논문 발표를 통해 학부와 대학원의 학술적

연대를 강화하고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의 학술 능력과 문화어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되,

었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의 협업을 통해 우수 논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또한 학부생 중심의 고전문학 학술 소모임 중마 현대문학 학술 소모임 벼리 한비 시공 창조를 위( ), ( , , ,

한 새벽 국어학 학술 소모임 나랏말쌈 에 참여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해 오고 있으), ( )

며 이를 통해 매년 문초 라는 학술 문예지를 발간하면서 그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다, ‘ ’ .

이와 함께 학부 및 대학원생 공동 학술 조사를 매년 월 및 월 달 중 회 개최하고 있으며 여름 방8 9 1 ,

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 및 학부생이 참가하는 공동 현장조사 연구도 시행

하였다.

사업단 지원 한글날 기념 학부 대학원생 공동학술 발표대회 연 회- · ( 1 )

사업단 지원 학부 대학원생 공동학술 조사 연 회- · ( 1 )

사업단 지원 학부 대학원생 공동 학술 소모임 운영과 학술 문예지 문초 발간 연 회- · ‘ ’ ( 1 )

사업단 지원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학부생 참가 공동 현장 조사 연 회- · · ( 1 )

참여교수의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 졸업논문 지도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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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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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대한 학부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 졸업 논문이 제출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학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무 인턴 과정 추천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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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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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문화어문학 관련 기업 및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년 국립국어원 학예보조연구원으로 취업한 석사 졸업 학생은 사전학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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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여 실무 감각을 익힌 것이 취업에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년도에 석사를 졸업한 참여대. 2019

학원생은 사업단의 추천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주 더아엠씨 에 인턴으로 참여한 뒤 졸업‘( ) ’ ,

후 취업한 사례가 있다.

현재 본 사업단의 참여인력은 다수의 학술용역사업 및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대학원생들,

중에는 이러한 사업에서 다양한 현장 실무를 익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또한 학 석사. ‘ ·

연계과정 을 통해 현장 실무 인턴 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발판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

들을 확인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교육 과정은 참여대학원생의 취업률을 올리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실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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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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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마련하고 있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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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사업단 자체 전공별 집담회를 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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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 주최 전문가1 .

초청 특강 연 회 해외석학 초청 특강 연 회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연 회 등의 연수 및 특( 3 ), ( 2 ), ( 7 )

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국외 장단기 연수와 함께 국외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 주최 전공별 집담회 개최 매월 회- ( 1 )

사업단 지원 전공별 학술대회 연 회- ( 6 )

사업단 주최 국내 전국학술대회 연 회 이상 및 국제학술대회 연 회 개최- ( 1 ) ( 1 )

사업단 주최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연 회- ( 3 )

사업단 주최 해외석학 초청 특강 개최 연 회- ( 2 )

사업단 주최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최 연 회 년 연수 프로그램 신설- ( 7 ) : 2019

참여대학원생의 국외 장단기연수 참가 기회 제공 연 평균 회 이상- ( 1 )

참여대학원생의 국외 국제학술대회 참가 기회 제공 연 평균 회 이상- ( 3 )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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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구축에도 노력해 왔다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 ·

은 기본적으로 본 사업단의 필수 교과목인 문화어문학연구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영남지역어문학< >, < >, <

연구 한국어논문작성법 문화어문학현장실습 한국어문화콘텐츠개발 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 >, < >, < > ,

문화어문학 심화 교과목을 함께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 박사 과정 중 각 회 이상. · 1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학점 교과목을 수강하여 연구 윤리 교육 및 학위논문 작성과 학술논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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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해 매 학기초 참여대학원생으로부터 연구<

활동계획서 를 제출받고 있고 이를 통해 개인별 연구 활동의 방향과 달성 목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있다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계획은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이 모두 참여하는 국어.

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개별 전공별 집담회를 통해 매월 회 이상 점검받고 있으며 연구 진행이나· · 1 ,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인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논문을 본 사업단 주최 전공별 학술대회 연 회 이상 및 국( 6 )

내 전국학술대회 연 회 국제학술대회 연 회 등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1 ), ( 1 )

있다.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 과정- ·

단계 석 박사 통합 문화어문학 교과목 개 과목 이수1 : · (6 )

단계 문화어문학 심화 교과목 이수 총 과목 중 전공 과목 이수2 : ( 15 )

단계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3 : < >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논문 작성 단계-

단계 매 학기 초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사업단 홈페이지 게시1 : < > ( )

단계 전공별 집담회 연 회 이상 를 통해 논문 작성 점검 및 검토2 : ( 12 )

단계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및 외부 학술대회를 통한 발표 및 수정3 :

단계 학술지 투고 및 게재4 :

학과 내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실적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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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지도교수제 를 적극 활용하였다> .

고전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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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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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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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년간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실적2 < >◇

연도 공동지도교수제 참여 대학원생 인원< >

2018 명 박사과정 명4 ( 4 )

2019 명 박사과정 명4 ( 4 )

공동지도교수제 와 관련된 대표적인 실적으로 년 월에 제출된 백하일기 의 서술방< > 2016 2 ‘ ( )白下日記 』

식과 그 문학적 성격 이라는 석사 학위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세기 초반 만주 이주 영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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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지식인의 한시 연구 라는 논제를 연구한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고전문학 지도교수와 현대’

문학 지도교수의 공동 지도를 받아 제출한 성과이다 이 논문이 비록 고전문학 논문이기는 하지만. , 20

세기 초반 근대와 전근대가 공존하는 시공간 속에서 창출된 한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에 현대문학

전공 교수의 지도가 논문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 이 학생은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공동지도교수제 를 통해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이외에도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은 공동지도교수제 를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학위< >

논문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대학원생 논문 작성법 교과목 운영과 연구윤리 교육 및 운영 실적3.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작성법 및 연구 윤리 교육 강좌 개설 연구 윤리 교육 규정 준수 및 체1) ‘ ’ :

계적인 논문 작성법 지도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에서는 매 학기마다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을 학점으로 개설하고< > 3

있으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이 지도 학생들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작성법 그리고 연구윤리와, ,

관련된 교육을 개별 지도하고 있다 학년도 및 학년도의 경우 본 학과에서는 한 학기 평균 개. 2018 2019 6

이상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본 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은 모두 이 강좌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소양과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반드시 주간의 연구 윤리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3~4 .

석박사 과정에 따른 맞춤형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강좌 개설 학기 평균 개 강좌 개설- < > ( 6 )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위 논문 작성 능력 배양- < >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을 통한 연구 윤리 교육 시행- < >

국제적 수준의 논문 작성을 위한 교과목 개설2)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1) < >

본 사업단에서는 년부터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을 대학원 교과목에 편성하여 매년 회에 걸쳐 석2014 < > 1 ·

박사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어민 교수를 강의 담당교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본 강의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은 글로벌 수준의 영어논문 작성 능력을 획득하고 실질적으로 국제. ,

학술지나 영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에서는 강의평가 환류. ‘

시스템 을 활용하여 강의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년도 학기부터 학점에서’ , 2019 1 2

학적 과목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3 · .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을 대학원 석 박사 공통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연 회 개설- < > · 1

영어교육 전공 원어민 교수를 담당교수로 지정하여 영어 강의로 강의 운영-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을 통한 지속적인 강의의 질 개선 노력-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2) < >

본 사업단에서는 년도 학기부터 본 사업단에 속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2014 1

력을 향상시키고자 한국어논문작성법 이라는 교과목을 매년 회에 걸쳐 석 박사 공통 교과목으로 개< > 1 ·

설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논문작성법 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원 과정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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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을 대학원 석 박사 공통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매년 회 개설-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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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학기의 경우 한국어논문작성법 은 오선영 한국어교육전공 과 조유영 고전문학전공 의 팀- 2019 1 < > ( ) ( )

티칭으로 개설 운영

세계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및 사업단 자체 교육 실시 실적(3)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을 매 학기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 >

영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은 모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각각 회 이상 이 과목을. 1

이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어문학 연구자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윤리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 윤리 프로그램 및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위논문 제출 시 대학 내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논문의 표절 지수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여 의무적으로 학위논문 심사 대상자들이 심사논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를 제출하여 연구 윤리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 ’

다.

본 사업단은 매년 학기 및 학기 참여대학원생 선발 이후인 월 및 월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개최1 2 5 11

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사업단 아젠다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규정안, <

내서 및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를 통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및 인권교육> < : 2015.12.18.)

을 꾸준히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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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교과목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개설에 따른 참여대학원생 연구 윤리 교육 실시- < >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각 회 이상 이수: 1

연 회 이상 사업단 자체 연구 윤리 교육 실시 학기별 회- 2 ( 1 )

학기 및 학기 참여대학원생 선발 이후 월 및 월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개최: 1 2 5 1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규정안내서 별첨 교육 및 배포- < >( 1)

사업단 소속 대학 학위논문 제출 시 표절 검증 프로그램 운영-

대학 자체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에 대한 객관적 지수를 확보하여 논문 심사 시 제출 의:

무화

사업단 소속 대학 학위 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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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연구윤리규정안내서1【 】

연구 부정행위 가 생기는 이유1) (research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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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졸업논문 년 황우석 교수 사건ex) , , 2006 .

연구윤리2)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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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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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관련이 있음.

연구윤리의 범위와 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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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진실성 절차적 투명성 내용적 객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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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research practice, GRP)[ ]

연구수행 과정의 부정행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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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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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의 년 정의- (OfficeofScienceandTechnologyPolicy, OSTP) 1999 F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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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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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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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출판의 부정행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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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 를 허용하고 실질적(auth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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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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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 근절되어야 함 또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honoraryautho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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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중복게재 를 피해야함(duplicatepublication) .

인문학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주제인 표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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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의

정의를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해 낼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인용표. ex)

절 상식의 내용과 범위

연구윤리 제도화에 관한 국내외 동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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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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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사건들이 발생했음.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는 데는 년을 전후해 발생했던 황우석 사건이 기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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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작용했음.

년 월 일 과학기술부 훈령 제 호로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했음- 2007 2 8 236 .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윤리8)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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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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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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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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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및 해석- .

올바른 데이터의 선택①

올바른 통계처리②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오류의 바른 처리③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근절-

표절9)

표절 도둑질하다 훔치다 납치자 훔치다 다른 사람의- ( - , ), plagiarism( plagiarus[ ], plagiaire[ ]).剽竊 ←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훔치.

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 이라는 점' '(brainchild)

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절도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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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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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부여한 권리.

표절의 유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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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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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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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저자 자격④

중복게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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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로 표절처럼 연구부정행위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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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표절- (self plagiarism)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 (duplicate publication)

논문 쪼개기- (Salami slicing publication)

논문 덧붙이기- (Imalas publication)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중복게재 정의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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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

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올바른 인용12)

인용의 의미와 목적-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①

공통되거나 상반된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②

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③

종류 직접 인용 간접 인용- : &

인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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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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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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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④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⑤

안 됨.

말 바꿔 쓰기를 위한 제언13)

말 바꿔 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주의 깊게 꼼꼼히 읽는다.①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②

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③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④

나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⑤

말 바꿔 쓰기의 기본 원칙-

원전과 비슷한 어휘 수를 유지한다.①

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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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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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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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관리제도의 현황4.

대학원 입학 전형1)

학년도 현재 본 대학원은 석사박사과정의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2019 .․

전후기 분할 입학 전형(1) ․

대학원 입학전형을 전기와 후기의 두 단계 전기의 경우 차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1, 2

확보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 차는 수학능력평가와 구술평가를 전기 차는 필답시험. 1 , 2 ,

수학능력평가 구술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리고 후기에는 전기 차와 마찬가지로 수학능력평가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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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평가를 실시한다.

전기 차 수학능력평가 구술평가- 1 : +

전기 차 필답시험 수학능력평가 구술평가- 2 : + +

후기 수학능력평가 구술평가- : +

전형의 유형에 따른 우수한 인재 확보(2)

위의 세 가지 전형은 필답시험의 유무 구술시험의 경중에 따라 변별성 있게 시행되고 있다 각 전형, .

에서 수행하는 전공 필답시험과 수학능력평가 구술시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전공 필답시험 전기 차 전기 차 시험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 2 ): 2 120

분에 걸친 필답시험 이후 점을 과락 점 만점 기준 으로 하여 엄정 선발, 70 (100 )

수학능력평가 전체 전형 지원자가 작성한 수학계획서를 정밀 평가하고 이에 대한 면접평가를- ( ): ,

통해 수학 능력과 자세를 검증 지원자의 입학 동기 적성 인성 등을 파악하여 입학 후 지도의 기초 자( · ·

료로 활용)

구술평가 전체 전형 지원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통해 전공 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검증하- ( ):

며 필답시험에 준하는 전공 지식을 평가,

기본 학술 능력 측정을 위한 영어 공인 점수 및 영어 능력시험(3)

기초 영어 및 전공 관련 영문 서적의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시험을 시행-

토익 점 이상일 경우 영어공인점수로 영어시험을 대체- 750

지도교수 선정 과정2)

지도교수 선정은 석사 박사과정 모두 입학 첫 학기 중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 ,

학기 종료 이전까지 위촉하여 총장에게 보고- 1

지도교수의 선정은 대학원 내 학문 분과를 차 기준으로 하며 한 분과 내부에서 세부 전공을 고- 1 ,

려하여 지도교수를 선정

신입생 전공 선택 과정3)

단계 본 대학원은 입학시험에서 학문 분과별로 별도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생들은 고전문- 1 : ,

학 현대문학 국어학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함대학원 신입생의 전공 선택은 입학시, ,

험의 전공 능력 측정 시험에서 차 선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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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전공을 선택 세부 전공은 대학원생이 학과 교수진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의(

해 결정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과정4)

외국어시험 논문 제출 자격은 석 박사과정 모두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합격 기준은 점- : ·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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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점 만점(100 )

전공 시험 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전공시험 종합시험 응시 자격을 부과하며- ( ): ( ) ,

전공 시험에서 석사과정생은 수강 과목 중 과목 박사과정생은 수강 과목 중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3 , 4 .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점 이상 점 만점 을 획득하면 논문 제출 자격이 부여70 (100 ) .

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5)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공개 발표 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구성1

하여 위촉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인 이상으로 구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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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와 심사과정6)

본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와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논문4 .

제출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전공별 예비 발표를 통한 전공별 자격 요건 검증 전체 공개 발표 엄격, , ,

한 심사와 논문 통과 판정 등으로 구성된다.

단계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 1 : ( )

단계 논문계획서 예비 발표- 2 :

석 박사 청구논문의 차 심사는 논문심사위원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발표로 진행· 1

단계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심사 단계- 3 :

차 심사 진행 여부 결정 공개 발표 후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하여 차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2 : 2①

심사 진행 석사의 경우 차로 나누어 논문 심사가 진행 박사는 전공에 따라 차로 논문 심사: 3 , 5②

가 진행

논문 수정 지시 심사위원들은 수정사항을 논문 제출자에게 지시하고 수정 여부를 확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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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의 분의 이상의 찬성에 의해 통과5 4

단계 심사용 논문 판정과 심사 종료- 4 :

최종 심사가 종료되면 일 이내에 논문심사위원들이 논문심사결과서 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7 ‘ ’

쳐 대학원장에게 제출

대학원 학사관리제도의 우수성2.

입학시험의 질적 강화와 입학 전형의 다양화에 의한 우수 인재 확보1)

본 사업단의 대학원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엄정한 입학전형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다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필답시험 과 전공구술시험 의 질적 수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 ‘ ’ ‘ ’

고 있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입학 전형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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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이 속해 있는 대학원에서는 세부 전공 영역에 따라 전체 전공 교수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출

제하고 평가함으로써 전공 영역에 대한 균형 감각을 평가하고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의.

입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여 운영해 왔다.

전기 차 수학능력평가 구술평가- 1 : +

전기 차 필답시험 수학능력평가 구술평가- 2 : + +

후 기 수학능력평가 구술평가- :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의 엄격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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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가장 중요한 사전 검증 절차는 전공별 논문 예비 발표제 와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평가 이. ‘ ’ ‘ ’

다 특히 학과 내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제출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질적으로 우수.

한 학위논문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별첨.( 2)

외국어시험(1)

외국어시험은 기본적으로 공인외국어시험성적 제출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며 과목 및 성적 통과기- ,

준은 학교규정을 따름 단 전공 특성 상 고전문학 전공자의 경우 공인외국어 성적 제출 또는 학과 규( , ,

정에 따른 학과 출제 외국어시험 응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석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조건(2) ·

논문 예비 발표제 본 대학원은 석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예비 발표회를 통해 학위청구논문의 초- : ·

고를 공개 발표하고 지도교수 및 전공교수의 검증을 받음 이때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지도교수와, .

관련 전공 교수의 협의를 통해 공개 발표 여부를 결정.

이 제도는 본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예비 심사의 과정이 되어 연구 윤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짐

논문 제출 요건 강화를 위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평가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제- ‘ ’:

출자격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총 편 이상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에게 한정하고2

있음 이러한 시스템은 관련 학계의 객관적 검증을 거친 대학원생들에게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함.

으로써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 함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등재지 이상 편, .( , 1 ,

기타학술지 편 등 총 편 이상을 게재 논문의 편수 계산은 단독일 경우 편 공동저자의 경우 편1 2 ) 1 , 1/n

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양적 기준을 확보한 학생들에게만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의 엄밀성3)

단계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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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만 논문 제출 자격 부여

단계 논문계획서 예비발표- 2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 학기 시작 전에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예비발표회를 통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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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성도를 공개적으로 검증

단계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심사- 3 :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위원회가 의결한 후 위촉 석사(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인과 위원 인으로 구성 박사논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1 2 , 1 , 1 ,

위원 인으로 구성하되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인 이상 반드시 포함3 , 3 )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해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고 박사학위청구논문,②

심사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인 이상 위촉1

논문제출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위원과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함③

석사의 경우 회 박사의 경우 회의 심사과정 확보 단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일정한 수준3 , 5 ( ,④

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횟수를 규정보다 늘려 진행할 수 있음)

단계 심사 논문의 최종판정- 4 :

심사위원회는 논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①

석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이상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이상의 합격판정 필요2/3 , 4/5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구 윤리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학위 수여가 취소③

대학원학사관리제도개선과 선진화계획 실적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운영내규 별첨 에 의한 학사관리 운영1) ( 2)《 》

본 대학원은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운영내규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

있으며 이를 통해 본교의 대학원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학과 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사관리의 엄,

밀성을 높이고 있다.

대학원생안내매뉴얼 별첨 배포 및 교육2) ( 3)《 》

본 대학원은 신입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의 과정을 월별로 안내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 를 통해 상시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 (www.grad.knu.ac.kr)

으며 대학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단 주최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연 회 및, ( 2 )

전공별 집담회 월 회 지도교수 상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1 ), .

사업단의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학사관리제도 마련3)

공동지도교수제 의 체계적 운영 및 실적 융 복합형 인재 양성(1) < > : ·

본 대학원은 공동지도교수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전공 간 장벽을 뛰어 넘는 융복합의 창의적 인‘ ’ , ․

재를 육성하고 있다 본교의 학위 수여규정 조 항 에는 학과장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 ‘ 36 ’ “ 1.②

령에 따라 이 대학교 교원 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연구원 인을 추천한 경우1 1

나 국가인정 자격증 취득 또는 국가 정책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인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2. 2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학과에서는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운영내규 의 제 장” . < > ‘ 4

학위 취득 제 조 지도교수 부분에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11 ( )’ “ 1

한다 고 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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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과정은 학기 중에 박사과정은 등록과 동시에 배정하도록1 ,

하며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공동지도교, . <

수제 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은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 연관 전공의 공동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며 연구의 질적 수준과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

공동지도교수제 는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융 복합형 인재 양성 이라는 교육 비전을 실천하는데 중< > ‘ · ’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위 취득 기간의 장기화 방지 대책 실적(2)

본 대학원 운영내규 제 조 항 에는 학위 취득 소요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사 과정은‘ 15 ’ “⑧

수료 후 년 이내에 박사 과정은 수료 후 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는 규정을 마련하고2 4 .”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 ’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본 대학원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이 짧은 시일 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문. ,

화어문학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학위 취득 기간 장기화 방지 대책에 대한 본 사업단의 구체적 대책과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과이수학점 인정 제도 시행 대학원생의 박사과정 장기화를 방지 대책- :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일치자 중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논문연구 제외 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6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독려- < > :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한 연구논문계획서 작성자를 다수 선정해 각: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학위 취득을 위한 학술지 게재 독려- < > :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이 발표한 학술지 논문 중 매년 우수 논문을 선정해 저자에게 소정의 장려금:

을 지급하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술지 게재를 독려하고 있음,

전공별 집담회 월 회 운영- ( 1 )

본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각 전공별 집담회를 월 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위 논문 계획: 1 ,

과 함께 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위 취득을 독려하고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음

참여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및 실천 상황 점검- < >

본 사업단은 매 학기 초에 모든 참여대학원생들이 연구활동계획서 를 작성하여 사업단 홈페이지: < >

에 탑재하도록 하고 수시로 실천 상황을 확인하여 학위 논문 취득을 독려하고 있음,

국제적 수준의 연구 윤리를 갖춘 인재 양성 실적(3)

연구윤리규정 안내서 제작과 교육- < >

본 대학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 안내서 를 활용하여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 < > < >

운영에 반영하여 지도하고 매 학기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등을 통해 수시로 학생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국제적인 연구 윤리를 갖춘 인재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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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 강의계획서 상에 연구윤리 지도 과정 명시- < >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상에 연구 윤리 규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반영하: < >

여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함

교내 연구윤리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최하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윤리 교육 과정을 학위과: < >

정 중에 차례 이상 필수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여 연구 윤리에 대한 의식을 생활화1

학위논문 제출 시 교내 표절 검증 프로그램 활용-

학위 논문 제출 시 교내 운영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표절에 대한 객관적인 지수: ,

를 확보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도

학위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 < >

참여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를 의무적으로 제출: < >

대학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연계성 확보 실적4)

학석사 연계 교과목 선정 및 운영(1) ․

학부 교육 과정에 학석사 연계 교과목 총 과목 을 편성하여 개설- ( 9 )․

학석사 연계 과정과 학부에 마련된 학석사 연계 교과목 총 과목 을 통해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 ( 9 )․ ․

하고 전공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강화하여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음,

학 석사 연계 과정 이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학부 과정에서 연계 교과목 총 과목 을 수강한 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 9 ) ,

지원 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

학 석사 연계 교과목 구성- ·

공통 교과목 개설을 통한 전공 간 연계성 확보 실적(2)

본 사업단은 국어국문학의 세부전공인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국어학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존- ,

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총 과목의 공통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6 ·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문화어문학 관련 공통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현-

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기존 연계 교과목

과목(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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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 >, < >, < >

신설 연계 교과목

과목(1 )
년 학기 융합과목 한국어문화론 신설2017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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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개설 문화어문학 관련 공통 교과목 현황-

타 학과 유사 교과목 수강을 통한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 확보 실적(3)

문화어문학을 전공하는 데 참고할 만한 인접 학문 분야의 개설 과목도 수강하도록 권장-

본 사업단 선정 문화어문학 관련 학과 철학과 사학과 한문학과 문학치료학과 문헌- : < >, < >, < >, < >, <

정보학과 등>

사학과 및 철학과의 경우 국어국문학과와 함께 융합과목을 공동 운영-

문학치료학과의 문학과 문화 심리학 통합예술치료 사회학과의 대중문화론 문화사회학- < 1>, < 1>, < >, <

연구 수강 권장 과목 지정>

문헌정보학과의 장소지역공간 문화산업과 장소 마케팅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수강 권장- < >, < >, < >․ ․

과목으로 지정

본 사업단 선정 문화어문학관련 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 지도를 통해 인접학문과의 근접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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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사 운영 내규 전문2【 】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 이 내규는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하 본대학원이라 한다 국어국문학과 학칙의 시행에1 ( ) ( )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2

제 조 수강신청2 ( )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학과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①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강 후 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2②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기간③

내에 수강신청 초안지에 지도교수의 학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학점교류에 의하여 타교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수료학점의 분의 까지이다2 1④

제 조 학기당 이수학점3 ( )

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이상9 . , 4.0①

인 자는 학점 이내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3 .

학과장은 취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수강학점을 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6 .②

제 조 학점인정4 ( )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 일치자 중 학칙 제 조의 수료학점을73①

문화어문학 관련

석 박사 공통·

교과목 과목(6 )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남지역어문학연구 한국어< >,< >,< >,<

문학문화콘텐츠개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한국어논문작성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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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논문연구제외 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 6

수 있다.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한 타 학과의 교과목도 학칙의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②

한다.

다른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분의 범위 내에서 인정2 1③

할 수 있다.

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과정은 학점 박사과정9 ,④

은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12 .

학사과정 재학생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⑤

포함되지 않은 학점에 대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학점까지 석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9

다.

본교 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⑥

석사과정 학점 박사과정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9 , 12 .

제 조 논문연구5 ( )

논문연구는 석사과정은 학점까지 박사과정은 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단 석사학위논문연구는 입6 , 9 ,①

학 첫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석사박사 학위논문 연구과목 이수 시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숙지해야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② ․

는 연구윤리 교육에 참가한다.

논문연구 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에만 수강이 가능하다.③

제 장 입학전형3

제 조 전형방법6 ( )

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①

필답시험1.

가 전공과목 논문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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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능력평가 지원자의 대학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2. : .

구술시험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3. : , , , , .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②

필답시험1.

가 전공과목 논문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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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능력평가 지원자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2. : .

구술시험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3. : , , , , .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1 2 .③

제 조 합격기준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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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별로 점 만점에 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 100 70①

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구술시험의 평가는 각 과 전공 교수 인 이상이 포함된 인 이상의 교수가 평가하되 합격 불합격으1 3 , ,②

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 .

제 조 합격자 결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모집정원을 참조하여 각 학과 부 별로 심사하고 총장이 합격 여8 ( ) ( )

부를 확정 발표한다.

제 조 합격자의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9 ( ) .

제 장 학위취득4

제 조 종합시험10 (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과목학점은 석사과정은 학2/3 , 16②

점 이상 박사과정은 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이상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24 , 2.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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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시험은 년 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에는 월 중에 학기에는 월 중에 실시한다2 , 1 3 , 2 9 .④

종합시험에 대한 합격성적은 점 만점에 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100 70 .⑤

제 조 지도교수11 ( )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과정은 학1 , 1①

기를 마치고 박사과정은 등록과 동시에 배정한다 또한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

위촉할 수 있다.

지도교수의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②

가 학생의 교과이수 수강 지도. ( )

나 학생의 학위논문작성 지도.

다 학위취득을 위한 수료생 등록 시 추천.

라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 시 추천.

제 조 논문계획서 학기 조기 졸업자의 경우 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학12 ( ) 3 ( 2 ) 4

기에 조기 졸업자의 경우 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출하여야( 3 )

한다.

제 조 학위청구논문제출13 ( )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와 전공주임 교수를 경유하①

여 대학원장에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1.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예정인 자2.

심사용 논문 제출은 연 회로 하며 그 시기는 월과 월 중에 제출한다2 , 4 10 .②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③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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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 논문 석사 부 박사 부1. ( 3 , 5 )

지도교수 추천서 부2. 1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부3. 1

예비발표는 필요시 전공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④

논문제출자격은 박사과정의 경우 총 편의 논문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편은 등재 후보 지3 , 1 KCI ( )⑤

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 조 논문체제14 ( )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①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1. .

논문 표지 및 제본은 회색 종이에 흑색 글씨로 쓴 종이 제본 양장제본은 없음 으로 한다2. ( ) .

본문 인쇄는 반드시 양면 인쇄이어야 하고 얇은 논문도 단면인쇄는 불허한다3. .

논문 제목은 종심에서 결정된 제목으로서 논문심사 보고서 논문의 표지 내표지 등표지에 기재된4. , , ,

것과 일치하여야 하고 본문을 국문으로 작성한 논문은 논문 제목도 국문으로 붙여야 한다, .

논문 초록은 본문을 국문으로 쓴 논문에는 외국어 초록을 본문을 외국어로 쓴 논문에는 국문초록을5. ,

첨부하되 외국어 초록의 작성 내용을 심사위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학위 논문의 표지 내표지 인준서 등표지 및 초록의 형식과 규격은 대학원 학위논문 규격예시를6. , ( ),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와 내표지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7. .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②

제 조 논문심사15 ( )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촉한다.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인 이상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인 이상으로 구성한3 5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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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3 .⑤

심사위원장은 학생의 연구윤리 준수 확인과 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⑦

학위 취득 소요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사과정은 수료 후 년 이내에 박사 과정은 수료 후2 4⑧

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수료 후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대학원 내규에 의거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고 수료생 등록을 하여야⑨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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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 조 논문제출부수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 인준서에 심사위원이 서명 날인한 종이제본 논문16 ( )

을 포함하여 소정 부수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학위수여17 ( )

학위수여 사정은 교과목 이수 여부 취득학점 이수 여부 평점 평균 이상 취득 종합시험 합격, , 3.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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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본 학과 대학원 학사 운영 위원회에서 사정한,

다.

학위 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②

제 장 납입금5

제 조 납입금18 ( )

다음 각 호의 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응시료 또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①

논문심사1.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논문심사료를 반환한다, .

학위논문을 위해 논문지도를 받는 학기에는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 조 연구등록19 (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다만 미등록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미납된 연구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②

연구 등록 기간은 논문 제출 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 장 내규의 개정6

제 조 내규의 개정20 ( )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이 발의하고 일 이상 공고한 후 학과의 대학원위원회 심의5 ,①

를 거쳐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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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 조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13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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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대학원생 안내 매뉴얼 입학에서 졸업까지3 ( )【 】

년차 월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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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추가 등록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합격,

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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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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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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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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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은 임시학번 부여 대문자 수험번호(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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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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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1 3▷

학기 개강 제 학기 개강 전에 수업 시간과 강의실을 숙지하도록 합니다1 : 1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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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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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지도교수의 위촉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합니다 학사안내 지: .(▶ ․

도교수의 위촉 및 교체 참조)

년차 월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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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안내의 지도교수의 위촉 및 교재 참조( )

중간고사▶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수업일수 까지 가능: 2/4▶

년차 월1 5▷

질병휴학신청 수업일수 까지 가능: 3/4▶

개교기념일:5.28▶

년차 월1 6▷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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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합니다.

하계휴가▶

년차 월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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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 월1 8▷

수강신청▶

학기 재학생등록2▶

등록금분할납부 등록기간 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분할납부: . ,▶

신청자는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년차 월1 9▷

제 학기 개강2▶

년차 월1 10▷

중간고사▶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수업일수 까지 가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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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1 11▷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 까지 가능: 3/4▶

년차 월1 12▷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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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합니다.

동계휴가▶

년차 월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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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원을 수시. (

로 학과사무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학과별 면제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수강신청 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

학기 재학생 등록1▶

년차 월2 3▷

학기 개강1▶

논문제출자격시험 종합시험 접수 취득학점이 석사과정 학점 박사과정 학점 평점 이상인( ) : 18 , 24 , 2.70▶

석박사과정학생은 논문제출자격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과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사정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변경 수강정정기간에 변경해야 합: ,▶

니다.

년차 월2 4▷

중간고사▶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수업일수 까지 가능: 2/4▶

년차 월2 5▷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 까지 가능: 3/4▶

개교기념일: 5.28▶

년차 월2 6▷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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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합니다.

하계휴가▶

년차 월2 7▷

복학원 접수 시작▶

년차 월2 8▷

수강신청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신청하도록 하며 마지막 학기인 경우 본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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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득한 학점을 확인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만족하도록 신중을 기하며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지도교수와도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 재학생 등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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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정은 학기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업연한단축신청원 을 제출하여2 , 3 < >

야 합니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시험 접수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접수기간에 학과사무실에( ) :▶

접수를 해야 합니다.

년차 월2 9▷

논문제출자격시험 종합시험 접수 취득학점이 석사과정 학점 박사과정 학점 평점 이상인( ) : 18 , 24 , 2.70▶

석박사과정학생은 논문제출자격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과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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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학위논문제출 신청 월 중하순 신청 장소 학과사무실: 9 ( : )▶ ․

년차 월2 10▷

심사용 학위논문 접수▶

논문심사료 납부▶

중간고사▶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수업일수 까지 가능: 2/4▶

년차 월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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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월 월까지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명 박사과정은 인 이11 ~12 ( 3 , 5

상 위촉 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발표) .( )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 까지 가능: 3/4▶

년차 월2 12▷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학과에서 대학원장에게 보고합:▶

니다.

성적의 확인 제 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강의평가를 한 후 성적을 확인합: 2 ,▶

니다.

기말고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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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합니다.

동계휴가▶

년차 월3 1▷

학위논문 완성본 및 원문파일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도서관 학위논문실로 최종 인쇄본 논:▶

문 부 심사위원 서명 혹은 날인본 과 논문파일을 온라인제출시스템 으(4 , ) (http://dcollection.knu.ac.kr)

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사정 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사정을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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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학위수여 사정을 하여 과정 수료 및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년차 월3 2▷

학위수여식 학위수여예정자는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수여 받는 자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

로 공표할 수 있다.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 즉 수료생은 다음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4 ,▶

경우에는 수료생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수시로 대학원 홈페이지 학과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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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46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3.1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의 우수성

 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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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15년

성과

평가

2013년 13.5 14 0 27.5

2014년 23 38.5 0 61.5

2015년 12.5 16 0 28.5

`18년

성과

점검

평가

2016년 29 25.5 0 54.5

2017년 26 21.5 0 47.5

`19년

종합

평가

2018년 21 29 0 50

2019년 9.5 12.5 0 22

계 134.5 157 0 291.5

배출

`15년

성과

평가

2014년 9 5 14

2015년 6 6 12

`18년

성과

점검

평가

2016년 2 3 5

2017년 8 9 17

2018년 5 0 5

`19년

종합

평가

2018년 6 2 8

2019년 6 7 13

계 42 3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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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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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

년도 사업 선정 이후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장2013 .

학금 지원과 연계된 학 석사 연계과정 운영을 운영해 왔고 학부 대학원 공동학술 활동을 강화하면서· , ·

년 회 이상의 학부생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또한 각종 학부 대학원 공동 취업 특강을 통해2 . ·

대학원 졸업 이후의 진로를 함께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사업단은 우수 대학원생의 확보를 위해 지금.

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적 모색을 거듭,

해 왔다 이러한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1.

학 석사 연계과정 운영 및 실적1) ·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학 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면서 우수한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문화어문학과 관련되는 학부 개설 과목을 지정하고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 9 ,

우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한 바 있다 이에 다수의 학부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년간 자교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 성과 현재- 2 ( )

학부 개설 학 석사 연계 과정 이수 교과목 현황- ·

학 석사 연계 과정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 ·

학부생 대상 플러스 사업단 설명회 개최2) BK21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 입학 관련 정보 및 본 사업단의 아젠다 및 교육목표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지,

원 시스템 대학원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사업단 지원 프로그램 설명 등을 위한 설명회를 학기별, 1

회 총 연 회 개최해왔다 학기에는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학기에는, 2 . 1 , 2

한글날기념 학부 대학원 공동 학술발표대회를 활용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회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

대한 학부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대학원 진학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플러스 사업단 설명회 개최 매년 회- BK21 ( 2 )

학기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월1 : (2 )①

기존 연계 교과목

과목(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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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 >, < >, < >

신설 연계 교과목

과목(1 )
년 학기 융합과목 한국어문화론 신설2017 2 < >

연도 자교 학부생의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자 수 타교 제외( )

년도 학기2018 1 명3

년도 학기2018 2 명1

년도 학기2019 1 명2

년도 학기2019 2 명2

51-346



- 2 -

학기 한글날 기념 학부 대학원 공동 학술발표대회 월2 : · (10 )②

학부 대학원 공동 학술 활동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 노력3) ·

본 사업단은 학부 대학원 공동 학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에 대한 학·

부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 대학원생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소통을, .

늘림으로써 학부 학생들의 학문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연대를 굳건하게 하는데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그 구체적인 예로 국어국문학과 학술 소모임인 중마 고전문학 벼리 한비 시공 창조. ( ), , , ,

를 위한 새벽 현대문학 나랏말쌈 국어학 등에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 ( )

학부와 대학원의 학술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학술 소모임.

활동은 매년 한글날을 맞아 개최하고 있는 한글날기념 학부 대학원생공동학술발표대회 를 통해 그‘ · ’

결과를 제출하고 우수성과는 연 회 발간하는 국어국문학과 학술 문예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1 .

연 회 권역별 학부 대학원 공동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그룹 단위의 학부 대학원생 공1 · , ·

동 현장조사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글날 기념 학부 대학원생 공동 학술발표대회 최근 년간- · ( 3 )

돌 한글날 학부 및 대학원 공동 학술대회570 (2016. 10. 6.)①

돌 한글날 학부 및 대학원 공동 학술대회571 (2017. 10. 12.)②

돌 한글날 학부 및 대학원 공동 학술대회572 (2018. 10. 11.)③

학부 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공동학술조사 최근 년간- · ( 3 )

강원도 일대 한국어문학 주요 생성 공간 및 박물관 관련 산업체 조사, (2016. 8. 24.~ 26.)①

서울 경기지역 한국어문학 현장 조사 연구· (2017. 8. 31.~ 9. 2.)②

경상남도 지역 한국어문학 현장 조사 연구(2018. 8. 30.~ 9. 1.)③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 문예지 문초 총 회 발간 최근 년간- ‘ ’ 3 ( 3 )

소규모 그룹 단위 학부 대학원생 공동 현장 조사- ·

참여대학원생 및 학부생 공동 경북 예천지역 언어문화 현장 조사 연구(2017. 8. 10.~ 11.)①

참여대학원생 및 학부생 공동 경북 안동 와룡면 언어문화 현장 조사 연구(2018. 7. 27.~ 28.)②

참여대학원생 및 학부생 공동 경북 안동 도산면 언어문화 현장 조사 연구(2019. 7. 26. ~ 27.)③

학부생들을 위한 문화어문학 관련 강좌 개설 및 특강 개최4)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에 대한 학부생들의 학문 역량을 배양하고 우수 대학원생으로서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학 석사 연계 교과목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융합과목인 한국어문화론 을· , < >

년 학기에 신규 개설한 바 있다 또한 정규 대학원 교육과정 외에 연 회 이상 한국어문학 및 문화2017 2 . 1

어문학 관련 명사를 초청하여 학부와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특강은 문화어문학.

의 대외적 파급력을 높이고 학부생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학 석사 연계교과목 과목 및 융합과정 한국어문화론 년도 학기 개설 운영- · (8 ) < >(201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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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대학원생 명사 초청 특강 연 회- · ( 1 )

돌 한글날 기념 명사초청 특강 정호승 시와 산문의 경계570 ( , “ ”, 2016. 10. 6.)①

돌 한글날 기념 명사초청 특강 김연수 소설을 통해 알게 되는 삶의 모습571 ( , “ ”, 2017.10.12.)②

돌 한글날 기념 명사초청 특강 옥철영 인공지능과 언어572 ( , “ ”, 2018. 10. 11.)③

실무 인력을 위한 산학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실적5)

본 사업단에서는 학 석사 연계과정을 마친 문화어문학 실무 전문 인력들을 위한 산학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어문학 관련 기관과 산업체의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 ,

생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한 참여대학원. ·

생들이 국립국어원과 같은 관련 정부기관 및 산업체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문화어문학 관련.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단 소속 국어국문학과 출신 해외 진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로 정보와 방

법에 대한 초청 특강을 추진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초청 특강 및 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단 자체 문화어문학관련 취업 정보 제공-

정부 기관 및 산업체와의 연대를 통한 인턴 프로그램 추천 최근 년간- ( 2 )

년도 빅데이터 분석 업체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석사과정 강현아 참가 년2018 : (2018 )①

해외 취업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최근 년간- ( 2 )

이민영 일본 마츠야마대학 일본 내 한국학 전문 인력의 진로 현황과 전망( ),“ ”, 2018. 1. 19.①

황후영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한국어 전공자의 해외 취업 도전과 현실( ),“ - ”, 2018. 7. 3.②

배준영 중국 산동대학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연구( ),“ ”, 2019. 1. 25.③

우수 대학원생 지원 실적2.

우수 대학원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마련1)

본 사업단에서는 플러스 사업 훈령 및 사업단의 운영 내규 에 따라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BK21 > < >

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 차등 지급은 우수 대학원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학부 개설 학 석사 연계 교과목을 듣고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하는. ·

경우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본교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과, .

연구 능력에 따른 장학금 제도 대학원생 연구조교 지원사업 장학금 제도 와 장학RA ( 100%, 75%, 50%, RA ) TA

금 교육조교 제도 및 우수 유학생 장학금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단에서는 매년 대학원( ) KINGS( ) ,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

다.

플러스 사업 훈령 및 사업단의 운영 내규 에 따라 장학금 지급 경쟁에 의한 차등 지급- <BK21 > < > ( )

학 석사 연계 과정 입학생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 ·

본 사업단 소속 대학에는 대학원생들에게 학업 성취 수준 및 연구 능력에 따라 및 장학금을- RA TA

지원

사업단 주최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대학원 장학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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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환경의 조성과 인프라 구축 실적2)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해서 본 사업단에서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참여대학원생 연구 공간 확보 본 사업단은 모든 참여대학원생들의 개인 연구 공간을 학내 공간을- :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본교 인문대학 및 대학원동을 중심으로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연구 공간,

을 마련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연구 인프라 구축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공간에 개인 책상 및 책장 공용 컴퓨터 및- : ,

프린터 등을 비치하여 연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대학원생 공동 세미나실을 마련하,

여 그룹별 연구를 진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본교 도서관 대학원 열람실을 상시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교 도서관 측에 협조를 구하여 당해연도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내 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실적3) ·

참여학원생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국내 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였다 사· .

업단의 운영 내규 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이 국내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였< >

으며 국외 국제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왕복 항공료 및 체제비 일부를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다, .

국내 학술대회 참가 대학원생 교통비 전액 지원- :

국외 국제 학술대회 발표 대학원생 왕복 항공료 및 학회등록비 체재비 지원- : ,

국외 국제 학술대회 단순 참가 대학원생 왕복 항공료 일부 지원- :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4)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해 해외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장단기 연

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연수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사업단 운영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

와 선발과정을 거쳤으며 연수 종료 후에는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성과와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사업단에서는 장단기 연수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왕복 항공료 및 체제비를 지원.

하여 대학원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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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의 장 단기 국외 연수 실적◇ ∙

구분 연도 횟수 연수국가 연수 인원

장기 연수
2016 1 이탈리아 5

2017 1 미국 1

단기 연수

2013 1 중국 8

2014 3 중국 미국, 13

2015 2 일본 중국, 9

2016 3
중국 러시아, ,

인도네시아
13

2017 1 영국 1

2018 3
이집트 중국, ,

영국
8

2019 1 중국 4

참여대학원생 장기 국외 연수 현황◇

차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1 : (Ca'Foscari University) ‘Lecture & Seminar

Training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Humanities Studies’,

참여대학원생 명 신진연구인력 명2017.01.23.-02.07. ( 5 , 1 )

차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근동아시아학부 장기연수 미국 내 한국학 동향 파악 및 사회언어학- 2 : ‘

기반 역동적 언어지도제작프로그램 개발 연구 참여대학원생 명’, 2018.01.11.-01.30. ( 1 )

참여대학원생 단기 국외 연수 현황◇

차 중국 곡부사범대학 단기연수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참여대학- 1 : ‘ ’, 2013.12.14.-17. (

원생 명 신진연구인력 명 참여교수 명8 , 1 , 1 )

차- 2 :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단기연수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연수‘ ’, 2014.08.05.-09.

참여대학원생 명 참여교수 명( 4 , 1 )

차 중국 하북대학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 참여대학원생 명 참- 3 : ‘ ’, 2014.10.23.-27. ( 6 ,

여교수 명1 )

차 미국 하와이대학 단기연수 한미 한국어문학 연구 동향과 전망 참여대- 4 : ‘ ’, 2014.11.04.-09. (

학원생 명 참여교수 명3 , 1 )

차- 5 : 일본 덴리대학 일본 칸사이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연수, ‘ ’, 2015.06.14.-19.

참여대학원생 명 참여교수 명( 4 , 1 )

차 중국 하북대학 한중 문화 어문학 역사의 이해와 교류 연수 참여- 6 : , ‘ , , ’, 2015.12.11.-15. (

대학원생 명 신진연구인력 명 참여교수 명5 , 1 , 1 )

차- 7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단기연수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 ’, 2016.02.17.-21.

참여대학원생 명 참여교수 명( 6 , 1 )

차- 8 : 중국 남통대 단기연수 근대전환기 중국 망명 작가의 현황과 작품 연수‘ ’ 2016.07.09.-14.

참여대학원생 명 참여교수 명( 2 , 1 )

차- 9 :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고려인의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학술 강연 및 현장 조사 연‘ ,

수’, 참여대학원생 명 신진연구인력 명 참여교수 명2016.08.11.-16. ( 5 , 1 , 1 )

차- 10 :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말뭉치언어학 섬머 스쿨 ( Lancaster Summer Schools in Corpus

Linguistics 참여대학원생 명and other Digital methods ), 2017.06.27.-30. ( 1 )

차- 11 :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단기연수 이집트의 문화어문학 및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

류’, 참여대학원생 명 참여교수 명2018.01.03.-08.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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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2 : 중국 영파대학교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단기연수 참여대학원생‘ ’, 2018.01.18.-21. (

명 신진연구인력 명 참여교수 명5 , 1 , 1 )

차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말뭉치언어학 섬머 스쿨- 13 : (Statistics and Data Visualisation for

참여대학원생 명 신진연구인력 명Corpus Linguistics), 2018.06.25.-28. ( 1 , 1 )

차- 14 : 중국 광주대학 단기연수 문학지리학 연구방법 및 중국 영남문화 연구‘ ’, 2019.01.21.-22.

참여대학원생 명 신진연구인력 명 참여교수 명( 4 , 1 , 1 )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및 플러스 사업단 성과급 지급5) < > BK21

본 사업단의 소속학과와 본 사업단에서는 소속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술논문상 을 수여하고 있< >

다 이 상은 연 회 소속 대학원생이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학과 전공 교수 및 본 사업. 1

단 참여교수들의 엄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된 발표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본 사업단에.

서는 지난 년 동안 연 회 학술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우수학술논문상 을2 1 < >

수여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년도에는 총 명의 학생이 본 사업단의 운영 내규에 따라 년간의 학술활동을 심사 받고. 2017 4 1

우수 연구 인력으로 인정받아 사업단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우수학술논문상 수. < >

여 및 사업단 성과급 지원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고양시키고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향상을, ·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연차별 본 사업단 및 본 사업단 소속학과의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총 명- < > ( 2 )

연차별 사업단 성과급 지급 년도까지 총 명 지급- (2017 4 )

년도부터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확대 총 명 지급- 2018 ( 8 )

대학원생연구장려기금 조성 실적6) < >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에 대학원생장<

려기금 계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속학과 교수 및 동문들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하였다 이 기금은 대> , .

학원생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정의 연구장려,

기금이 조성되어 대학 본부에 의탁하고 향후 투명한 관리와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7) < >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하여 선정된 대학원생들에< >

게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계획 단계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질적 우수성을 확보한 연구 성과가 다수 발표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년을 살펴보면. 3

년도에는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이 선정되어 소정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며 년과2017 1 , 5 , 2018

년도에는 공모전의 수상자를 확대하여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이 소정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 받2019 2 , 8

았다 그리고 수상자들은 사후 우수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단.

의 점검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다수의 학술 논문이 학계에 보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년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수상자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2017 < > : 1 , 5

년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수상자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2018 < > : 2 , 8

년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수상자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2019 < > : 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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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여대학원생의 진로개발 성과

 <표 3> 사업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업률(진학률) 실적                (단위: 명,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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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졸업자

석사 3 0 1 0 1 2

60

박사 3 0 2 3

2015년 2월

졸업자

석사 2 0 1 0 0 1

75

박사 3 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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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졸업자

석사 4 0 3 0 0 1 4

0 75

박사 0 0 0 0 0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2 0 1 0 1 1 1

100 100

박사 2 0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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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의 진로개발 성과

최근 본 사업단에서 배출한 참여대학원생들의 진로는 교내 진학이 많았다 이는 년도 학기부터 현. 2013 2

재까지의 년 정도의 사업 기간 동안 석 박사과정을 모두 졸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석사에6 ·

서 박사로 진학하는 졸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사업단에 참여했.

던 박사과정 학생들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문화어문학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여러 나타나고 있

다 향후에는 참여대학원생의 박사학위 졸업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외 교육기관 및. ,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 취업하는 학생 또한 현재보다는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에 있어 학 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 후 석사 졸업 이후 사·

업단 아젠다와 관련한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진출한 학생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투 트랙 교육과정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라 할 수 있다(Two) .

이와 함께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본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들 중,

해외 대학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본 사업단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진출 또한 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졸업생 진로 실적 재선정 평가 이후 년 월 졸업1. ( ~ 2019 2 )

본 사업단의 년 참여대학원생 졸업자는 석사 명 박사 명이며 년도 참여대학원생 졸업자는2016 6 1 , 2017

석사 명 박사 명이다 년 동안의 석사 졸업자 명 중 박사 진학자는 명으로 박사과정 진학률은8 , 1 . 2 14 7 ,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석사 졸업자 중 총 명의 외국인 석사과정 졸업자들은 모두 모국50% . 6

으로 귀국하였기에 국내 학생들의 박사과정 진학률을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동안 박사과정 졸업자는 총 명으로 명은 모국인 중국으로 귀국하였고 명은 국내2 1 , 1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년 월 졸업자(1) 2016 2

전설련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황명환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년 월 졸업자(2) 2016 8

박지수 석사 국립국어원 취업- ( ):

한송이 석사 박사과정 진학 년 국립국어원 취업- ( ): (2018 )

왕 민 박사 중국 귀국- ( ):

년 월 졸업자(3) 2017 2

김소연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전계성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이민주 석사 박사과정 진학 년도 국립국어원 취업- ( ): (2019 )

쟝리홍 석사 중국 귀국- ( ):

년 월 졸업자(4) 2017 8

김동연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이철희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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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위자오 석사 중국 귀국- ( ):

칸앞잘아흐메드 박사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취업- ( ):

년 월 졸업자(5) 2018 2

류빙슈에 석사 중국 귀국- ( ):

리화징 석사 취업- ( ): LG Electronics. (China IPO)

왕자오디 석사 중국 귀국- ( ):

페이전전 석사 중국 귀국- ( ):

배은혜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년 월 졸업자(6) 2018 8

가야트리사나밤 석사 인도 귀국- ( ):

신소윤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조가유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푸량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손증상 박사 한국연구재단 박사후연구원- ( ): (2019)

년 월 졸업자(7) 2019 2

강현아 석사 주 더아이엠씨 취업- ( ): ( )

이재섭 석사 박사과정 진학- ( ):

량짜오 박사 중국 하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취업- ( ):

우수영 박사 경북대학교 강사- ( ):

제갈덕주 박사 문화 공간 시인보호구역 경영 및 경북대학교 강사- ( ): ‘ ’ (2019)

년 월 졸업자(8) 2019 8

리니 석사 중국 귀국- ( ):

리리 석사 중국 귀국- ( ):

위의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 중 년 월 졸업자 박지수와 한송이 그리고 년 월 졸업자 이민2016 8 , 2017 2

주의 경우에는 본 사업단의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 ,

사로 취업한 경우이다 국립국어원은 국가 언어자원의 수집 및 국어 언어자원의 통합적 질서화를 추구하.

는 기관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

기관에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취업한 것은 관련 연구기관에 본 사업단의 인재 양성 과

정이 인정받을 수 있음을 공인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외 유학생이며 년 월 졸업자인 칸 앞잘 아흐메드는 박사 학위를 수여 받은 후 대전에2017 8

위치한 상생문화연구소에 전임 연구원으로 취업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연구기관 취업은 본 사업.

단의 교육과정이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도 충분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참여대학원생들 중 박사 졸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자,

신의 전공을 살려 각종 연구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여대학원생 손증상. (2018

년 월 은 졸업 이후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연구원이 되어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8 )

있고 참여대학원생 량짜오 년 월 의 경우에는 중국 하북대학교 문학원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 (2019 2 )

이다 또한 년 졸업자 제갈덕주의 경우에는 문화 공간 시인보호구역 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문.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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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석사과정 졸업자의 경우 국내 학생의 경우에는 박사과정 진학을 통해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밟기도 하고 학 석사 연계 과정을 통해 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 문화어문학 관련, ·

연구 기관 및 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모국으로 귀국하여 진로를.

모색하거나 한국계 회사에 취업하여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에 이바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진로 현황 년 월 년 월2. (2016 3 ~ 2019 8 )

이 기간 동안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중에는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익혀,

관련 기관과 산업체에 진출한 학생도 다수 있다 그 중에서 참여대학원생 김명주는 석 박사 과정 중에. ·

문화어문학 관련 산관학 연계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련 실무 능력을 익혔으며 이를 토대로 국립국,

어원에 취업한 경우이다 최근에는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 년 월에 석사를 졸업했던 이민주. 2017 2

와 년 월에 석사를 졸업한 한송이 또한 사업단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익혀 국립국어원에2016 8

취업하였다 참여대학원생 손유진은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수의 산관학 연계 연구프로젝. ,

트와 취업관련 인턴쉽을 통해 실무 능력을 익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취업하였다 이와 같, .

이 학 석사 연계과정과 석 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이후 관련 유관 기관에 취업한 참여대학· ·

원생들도 다수 있어 본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

김명주 박사수료 국립국어원 취업- ( ): (2017)

손유진 박사수료 충청남도청 공보관실 취업- ( ): (2017)

한송이 석사 졸업 국립국어원 취업- ( ): (2019)

이민주 석사 졸업 국립국어원 취업- ( ): (2019)

사업단 소속 학과 대학원생 최근 진로 현황 년 월 년 월3. (2016 3 ~ 2019 8 )

본 사업단에 비록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최근 진로 현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교육기관 진출자1)

이민영 일본 마츠야마대학 한국어 교육 담당 교수- : (2017)

이윤선 중국 하얼빈대학 동어학원 한국어학과 객원교수- : (2017)

량짜오 중국 하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2019)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진출자2)

최은숙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2017)

김성은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2016)

최형우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 (2018)

전은경 경일대학교 후지오네칼리지 교수- : (2018)

배지연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플러스 신진연구인력- : BK21 (2016)

최 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플러스 신진연구인력- : BK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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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영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플러스 신진연구인력- : BK21 (2017)

박지애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 (2018)

손증상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연구재단 박사후연구원- : (2019)

손대현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연구재단 박사후연구원- : (2019)

김종구 사 남명학연구원 사무국장- : ( ) (2019)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졸업자의 최근 국내외 진로를 살펴보면 해외 교육기관에 취업하여 한국어교,

육을 담당하거나 한국학 관련 연구에 매진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국내 대학에 진출하여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진로 현황을 살펴볼 때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

들은 해외 교육 기관 및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을 만, ,

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사업단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

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이라는 사업단의 교육 목‘ ’

표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취업 진로 프로그램 개발 실적4.

참여대학원생 진로설정을 위한 다양한 취업 특강 실시1)

본 사업단 소속 학과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기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

다 취업특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취업.

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재선정 평가 이후 본 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취업 특강은 다,

음과 같다.

재선정 평가 이후 취업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년 취업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총 회 운영- 2016 : 6

년 취업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총 회 운영- 2017 : 3

년 취업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총 회 운영- 2018 : 5

년 상반기 취업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총 회 운영- 2019 : 2

본 사업단에서는 전문가 초청 취업 특강을 통해 실무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참여대학원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문화어문학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방면의 취업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 사업단에서는 년도부터 국내 취업 관련 특강. 2018

이외에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 마츠야마.

대학 이민영 교수 중국 연변대학 곽미선 교수 세계사전학회 회장 아이란 커널(2018.1.19.), (2018.2.6.),

만 회장 의 초청 특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단 주최 해외 교육기관 및 관련 산업체(2019. 8. 30.) .

취업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은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진출 방향을 더욱 넓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2)

본 사업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와 함께 실무 현장,

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왔다 본 사업단의 궁극적 목표가 문화어문. ‘

학의 연구와 실용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향성은 지’

금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본 사업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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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은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어패럴 산업의 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의(1) Custommizing Marketing MISP(Marketing

개발Intelligence Service Paltform) (2014.11.~2016.10.)

이 프로그램은 주관부처가 중소기업청이며 주 더아엠씨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그리고 본 사업단의 참, ( ) , ,

여교수 남길임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과제였다 이 과제에는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

이 다수 참여하여 어패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정기 세미나 참석과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의 산업화에

대한 실무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2) (2015.11.~2016.11)

이 프로그램은 주관부처가 중소기업청이며 참여교수 남길임과 참여대학원생 서은영 이수진이 어패럴, ,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성 어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로서 참여대학원,

생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였다.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3) (2016.7~2019.7)

이 프로그램의 발주처는 경상북도청이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와 다수의 참여대학원생에

의해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와 함께 종가 년의 초대 라는 기획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이 다큐멘< , 500 > .

터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터키어로 제작되었고 관련 유관 기관 및 산업체와의 연계 작업 속, , , , ,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산학 연계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참여한 대학원생의 실. ,

무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운경재단과 함께 하는 치유 인문학 강좌 공동 운영(4) (2016.3~2017.2.)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는 대구지역 운경재단과 협력하여 운경재단과 함께하는 치유 인‘

문학 강좌 를 공동 운영하였다 년에는 가정을 살리자 라는 주제로 매달 회 강좌를 운영해 왔’ . 2016 ‘ ’ 1

다 이 강좌는 대구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정통 인문학 권위자들을 모셔와 현대.

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여기에는 시민강좌 운영에 있어 참여.

대학원생들을 참여시켜 시민강좌의 운영 과정과 강좌 기획에 대한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

다.

구암학 자료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5) (2017.5.~2019.12.)

이 용역 사업은 조선 중기 영남지역의 유학자인 구암 이정 자료를 모으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 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발주처는 사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 이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정. ‘( ) ’ ,

우락 교수와 다수의 참여대학원생이 용역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구암학 정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원생들은 자료 수집 및 분류의 실무적 능력을 키우고 있다, .

본 사업단은 위에서 열거한 모델 외에도 다양한 산관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관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들은 이와 관련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

며 향후 사회 진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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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도입 실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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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였다 특히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의 향후 진로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인턴십 프로.

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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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6.12.~7.31)

참여대학원생 김소연 박사 신소윤 석사 참가: ( ), ( )

사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 발주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 ( ) ‘ ’(2017.5.1.~2019.12.31.)龜巖學 資料

참여대학원생 황명환 박사 전설련 박사 참가: ( ), ( )

현재 본 학과와 협력중이거나 협력 가능한 영남지역 유관 기관은 다음과 같다.

사업단과의 체결 기관MOU◇

대구시 서구문화원-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플러스 사업단- BK21

상호 협조 동의 기관 경상남도 사천문화원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경상북도- : , , ,

성주문화원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 , , ,

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 남명학연구원 임고서원 동리목월문학관, , , , , ,

사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 ,

협력기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전통문화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

상주향교 유교아카데미 참여- :

운경재단 치유인문학프로그램 공동 운영- :

유관기관과의 상시적 협의체 구성 실적4)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유관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왔다 현재 가 체. MOU

결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원 및 서원 그리고 문학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시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은 유관기관.

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진로와 관련된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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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과 삼국유사 지명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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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와의 지역 문화원 소장 자료 목록 사업 협력 체계 구축-

사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와의 구암학 자료 및 연구 총서 발간 협력 체계 구축- ( )

기타 실무 겸비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실적5)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들은 지역 어문학에 대한 이해 자료 수집 및 질서화 연구 결과의 실용화 등, ,

다양한 분야의 실무적 능력을 갖추고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종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고자 노력,

해 왔다.

언어자료 처리 및 아카이브 구축 전문인력-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남길임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더아이엠씨 주 와 같은 빅데이터: ( )

분석 업체에서는 한국어 분석 및 데이터구축에 능숙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향후 언어 자료 처리 및 아

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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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

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무적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지역 종가 다큐멘터리 및 번역물 제작 인력-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정우락 교수는 년부터 년을 계획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영남지역 종: 2011 10 ‘

가문화의 세계화 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그 결과물로 다큐멘터리 종가 년의 초대’ . < , 500 >

라는 영상물이 제작되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터키어판으로 출간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 , , .

본 사업단의 참여 대학원생들은 향후 지역 문화 다큐멘터리 및 번역물 제작을 위한 유관 기관이나 전문

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확보하였다.

국가기관 연구직 공무원 맞춤형 인력-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김덕호 교수가 년부터 년까지 국내 개 대학과 공동연구로 수행하: 2015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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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

방법 전사 기법과 방언 지도 제작 등의 실무 능력을 참여대학원생들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실무 능력은 국립국어원과 같은 유관 국가기관에 참여대학원생들이 연구직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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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사업. .

단의 참여교수인 김덕호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인문활동가 양성 파견 사업 의‘ ’(2018.8.1.~2019.1.31.)

경우 인문학 강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인문학 강,

의 전문 인력으로서의 실질적 능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기관 진출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6)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에는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일선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

고 있다 최근에도 국립국어원 및 한글박물관과 같은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에 연구직 공무원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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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이 가능한 것 또한 본 사업단의 인재 양성 방향이 적절했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 취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기관에 취업한 졸업생들과 참여대학원생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현장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취업,

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대학원생 및 소속학과 대학원생 공공기관 취업 현황◇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서윤이 본 사업단 소속학과 대학원생 석사학위 취득- ( , , )(2013)

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신하영 본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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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어원 학예보조 한송이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박사수료- ( , , )(2018)

국립국어원 학예보조 이민주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박사수료- ( , , )(2019)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연수기획팀장 박지애 전 신진연구인력- ( , )(2018)

참여인력 배출 이후 진로 추적 관리 체계 구축5. ·

본 사업단에서는 기존의 사업단 참여인력 진로 추적 관리 체계 를 최근 개선하여 더욱 체계적인‘ · ’ ,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의 참여인력 진로 추적 관리 체계 는 참여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사업. ‘ · ’ ,

단에 참여했던 신진연구인력 또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참여인력 진. ‘

로 추적 관리 시스템 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관리 하에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 .

현재 본 사업단의 참여인력 진로 추적 관리 시스템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

첫째 참여인력 진로 추적 관리의 대상 범주를 신진연구인력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진연구인력, · .

또한 본 사업단의 인력 양성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사업단이 마련한 참여인력 진로 추적 관리 체계 는 정기적인 진로 추적 관리 계획을 수, ‘ · ’ ·

립하고 있다 졸업 및 퇴단 이후 개월 이내 참여인력의 진로를 유무선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조사 검증. 1

하고 개월을 주기로 배출 참여인력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6 .

셋째 이러한 변동사항 및 진로 관리 사항 전반을 참여인력 진로 관리 시스템에 누적 기록하고 우수, ,

취업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넷째 현재의 참여인력 진로 추적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누적 데이터 활용하여 향후 본 사업단의, ‘ · ’

인력 양성 방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도모한다.

참여인력 진로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①

정기적인 진로 추적 관리 계획 수립 졸업 및 퇴단 이후 개월 이내 진로 조사 개월을 주기로· ( 1 , 6②

참여인력 전면 조사 시행)

조사 결과는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변동사항 및 진로 관리 사항 전반을 참여인력 진로,③

관리 대장에 기록

우수 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본 사업단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④

진로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누적 데이터를 통해 향후 본 사업단의 인력 양성 방향과 교·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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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모색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배출 인력 현황 대장 현재(2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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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생 연구역량

4.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표 4> 참여대학원생 논문 및 저서 환산 편수 실적

구 분

6년간 실적적

전체기간

실적
'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6 16.25 12.6 3.5 7.7 0 6 2 54.05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2 2 1 0 0 0 0 5

학술 저서

환산편수

국어 0 0 0 1.5 0.25 0.7486 1 0.6992

6.4992

외국어 0 1 0.75 0 0.1764 0 0.375 0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6 19.25 15.35 6 8.1264 0.7486 7.375 2.6992 65.5492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1.1436 0.5613 0.5166 0.8042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 수 35.5 26.5 19.5 81.5

석사과정생 실적 제외 여부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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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69-346



연

번

논문/

저서

구분

논문명/

저서명

논문게재/학술저서 정보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주저자

여부

객관적

우수성

(피인용

횟수)

게재학술지명/

출판사명

년월

(YYYYMM)

1 논문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

쓰기 양상 -중국인 학습

자의 '때문'구성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5)
201312 탄나나 공동저자 1

2 논문
1920년대 초기 아일랜드 

희곡 수용의 의미
국제어문(59) 201312 김지혜 주저자 2

3 논문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한국극예술연

구(41)
201309 손증상 주저자 4

4 논문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形象化 

方式 

퇴계학과 유교

문화(54)
201402 손유진 주저자 4

5 논문
"-겠-"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43)
201403 서은영 공동저자 9

6 논문

송기숙<녹두장군>의 민

중 역량 조직화 양상 고

찰

동학학보(30) 201404 우수영 주저자 2

7 논문

다면적 주제의식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본 <호

질(虎叱)>의 작자 문제

어문론총(60) 201406 서정현 주저자 2

8 논문

1920년대 초기 노동담론

과 김소월 시에 나타나

는 노동의 의미 

대동문화연구

(86)
201406 김지혜 주저자 3

9 논문

빅데이터 적정 텍스트 

추출을 위한 언어학적 

접근 

텍스트언어학

(36)
201406 이수진 공동저자 2

10 논문

2013년 신어의 추출 방

법론과 형태의미적 특

성

한국사전학

(23)
201406

김예니

이수진
공동저자 12

11 논문
다의성과 다면성의 변

별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69)
201406

제 갈 덕

주
주저자 7

12 논문 19세기 후기~20세기 전 국어학(71) 201409 김예니 공동저자 5

 1.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대표 논문의 우수성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했으며, 전공집담회 및 논문 작성법 

수업을 통해 학술논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실적이 양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내용 또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사업기간 

내 참여대학원생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는 총 48편(본보고서 4.2장 대학원생 연구

활동 촉진 및 지원 실적 참고)으로 그 중에서 객관적 수치가 드러나는 피인용지수가 1 이상인 논문을 본 

사업단의 대표논문(총 30편)으로 선정하였고, 우수성 기술 후에 제시된 <표 5>의 대표실적 목록으로 작

성하였다. 

 ◇ 사업기간 내 대표논문 실적(피인용지수 1 이상 등재학술지 논문 3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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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어의 음운 현상 연

구

김명주

13 논문

카프의 연극대중화론과 

아동극 <소년 구루마꾼>

의 기획

한국극예술연

구(45)
201409 손증상 주저자 3

14 논문
최명희<혼불>을 통해 고

찰한 한국의 음식 문화
어문론총(61) 201409 우수영 주저자 4

15 논문
조정래<아리랑>에 출현

하는 공감연대 고찰

현대문학이론

연구(59)
201412 우수영 주저자 3

16 논문
한국반공만화영화의 선

전 전략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

구(46)
201412 윤지혜 주저자 2

17 논문

허주(虛舟) 이종악(李宗

岳)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 선비의 여

가생활과 가치지향

어문론총(62) 201412 최은주 주저자 2

18 논문

임화의 단편서사시의 

의미와 ‘감정’의 분

화 

현대문학의 연

구(55)
201502 김지혜 주저자 2

19 논문

감정용언의 부정 구문

에 대한 연구-극성의 정

도성과 의미 범주의 변

화를 중심으로

語文學(127) 201503
정의철

서은영
공동저자 5

20 논문

주술언어의 화행과 문

화적 의미자질에 관한 

연구 1

어문논총(63) 201503
제 갈 덕

주
주저자 2

21 논문
Forms of Address in 

Bilingual Lexicography
언어과학연구 201506 정해연 주저자 1

22 논문
변계량 만시에 나타난 

여성의 시적 형상화

민족문화논총

(60)
201508 김분청 주저자 1

23 논문

동학의 통합적 상상력

과 논리구조에 관한 의

미론적 접근 -최시형의 

삼경사상을 중심으로

동학학보(36) 201509
제 갈 덕

주
주저자 2

24 논문

『愛日堂具慶帖』을 통

해 본

聾巖 李賢輔의 문화 활

동

大東漢文學

(45)
201512 최은주 주저자 1

25 논문

『豊 山 金氏 世 傳書 畵

帖』의 구성과 金重休

의 편찬의식

퇴계학과 유교

문화(58)
201602 최은주 주저자 1

26 논문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

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영남학(30) 201608

백두현

황명환
공동저자 4

27 논문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아래아) 표기와 그 

변화 양상

한글(314) 201612 김명주 주저자 2

28 논문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언어과학 201708 제 갈 덕 주저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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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어휘의미론적 연

구: ‘웃’ 포함 복합어

를 중심으로

(24/3) 주

29 논문

<연행록>에 대한 한·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인 문 사 회 

21(8/5)
201710 량짜오 주저자 2

30 논문

「무녀도」의 창작 의

도와 실 제 결과의 간극 

–기독교의 우발적 영향

력을 중심으로-

영남학 64 201803 전계성 주저자 2

 이들 대표실적의 30%가 넘는 수치에 해당하는 10편의 논문은 피인용지수 4 이상을 기록하는 등 참여대

학원생의 연구 성과가 객관적 수치로도 우수하다고 인정된다. 피인용지수 4 이상의 논문에 대한 우수성

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예니 이수진,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한국사전학, 2014.06.

  (피인용지수 12)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신어 조사팀에서 수행한 2013년 신어 조사 사업의 신어 선정 방법과 절차를 소개

한 것으로, 사업 결과물인 <2013년 신어 기초 조사 자료>에 수록된 2013년 신어(2012년 7월 1일~ 2013년 

6월 30일 사이 최초 출현 어휘)의 형태·의미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신어 연구

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 현상과 유행 및 문화를 알 수 있고, 신어의 변화 양상을 통해 시대의 변화 또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가치를 찾으  있다. 또 신어의 의미를 연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조어론적 특징이나 단어 형성 방법과 같은 연구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 변화 연구를 통해 신어

의 사회적 반영효과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서은영 외, “-겠”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43, 2014.03.

(피인용지수 9)

 이 논문은 신문, 소설, 준구어, 순구어 말뭉치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의미와 ‘-겠-’을 포함하

는 구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논문은 텍스트 장르에 따라 ‘-겠-’의 의미

별 사용 양상에 차이를 보임을 계량적으로 밝히고, 각 텍스트 장르에서 선호하는 ‘-겠-’의 용법과 구

문의 유형을 밝혔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3) 제갈덕주, 다의성과 다면성의 변별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69, 2014.06.(피인용지수 7)

 이 논문은 지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다의성과 다면성의 변별적 특징을 분석하고 기술한 연구이다. 이 논

문은 사업단의 아젠다인 어문학의 문화론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어휘가 지닌 다양성을 분석하고 

살펴본 것이다. 이 논문은 ‘의의소’와 ‘국면’이라는 두 의미 요소들이 지시적 단계에서 어떻게 분화

하는가를 분석한 이론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 이론을 토대로 하여 복합어 내부의 의미 분화 양상을 공시

적으로 살펴본 ｢복식어휘 분류법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 ‘옷’ 포함 복합어를 중심으로｣(2017.08)
와 신어의 의미 확장을 공시적으로 분석한 ｢‘콘텐츠’의 개념 정의에 관한 언어문화론적 접근｣의 연구 

성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이 전자사전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되어 사전 집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김예니 김명주,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어의 음운 현상 연구, 국어학, 

2014.09. (피인용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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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 초기의 경상 방언에 대한 음운 현상의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 것으로

서, 국어사 연구에서 간본에서 필사본으로 연구 대상 범위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 논의를 통하여 현재 

경상 방언과 비교하여 역사적 변화를 살필 수 있으며, 경상 방언만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경상 방언

만의 언어학적인 특성들을 바탕으로 경상 방언의 문화어문학적 특징을 고찰했다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5) 정의철 서은영, 감정용언의 부정 구문에 대한 연구-극성의 정도성과 의미 범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피인용지수 5)

 이 논문은 2014년 경북대학교 언어정보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어패럴 감정용언의 선정 과제에서 구축된 

감정용언을 대상으로 하여 감정용언의 긍정 구문과 이에 대응되는 부정 구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감정용언의 긍정 구문과 부정 구문의 대응쌍이 규칙적인 대응관계를 이루지 않음을 

극성의 정도성의 변화와 의미 범주의 변화 차원에서 새롭게 분석하였다는 데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이수진 외,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29, 

2017.05.(.피인용지수 4)

 이 논문은 최근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문화적 관념을 반영하는 신어의 생태적 추이, 즉 새롭게 사용되

는 어휘의 생성과 소멸 등의 양상과 관련되며, 웹상의 텍스트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가공하고 분석

하는 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한 논문으로 언어학 및 데이터 과학 등의 융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2017년 5

월 31일 학술지 논문 게재 이후, 짧은 기간 동안  KCI 피인용횟수 4회(2019년 8월 31일 기준)을 기록하

였으며, 인용한 학술지 4편은 동일분야인 국어학 분야 학술지 2편과 정보학 분야 학술지 2편 등으로 구

성되어 해당 논문의 융복합적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7) 손증상,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41, 2013.09.(피인용지수4)

 이 논문은 카프시인이면서 아동잡지 별나라의 편집을 담당했던 박세영 아동극의 분석을 통해, 박세영

의 아동극이 카프 아동극 형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박세영의 아동극을 계급의

식이 반영된 동화극과 계급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요극으로 나누고, 특히 박세영이 동요를 적극적으

로 활용한 아동극을 통해 카프의 임무를 수행할 예술적 실천 형식을 개발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

구는 시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박세영의 문예활동을 아동극 분야로 넓혔을 뿐만 아니라 계급

주의 아동극이라는 아동문학의 한 흐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 우수영, 최명희 <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 어문론총 61,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09.30. (피인용지수 4) 

 이 논문은 본 사업단에서 주관한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전공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서, 최명희

의 소설 <혼불>에 나타난 음식문화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의 내용을 보완, 확장하

여 발표한 것이 ｢최명희<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현대소설연구 5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04.30.)이다. 이 논문 또한 2014년 영남지역문화어문학 연구인력양성 사업단이 주최한 제1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고, 그것을 다시 보완한 것이다.(피인용지수 4) 이 논문은 박경리의 <토지>와 최명

희의 <혼불> 대서사를 통하여 한국의 음식문화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고 있는지 살폈고, 나아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지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음식문화 저층에 유교의 예 및 동학사상이 작동하고 있음

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9) 손유진, 우복 정경세의 만시를 통해 본 죽음의 형상화 방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4, 2014.02. (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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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수 4)

 이 논문은 조선 중기 대표적 禮學者인 愚伏 鄭經世(1563-1633)의 만시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지인의 죽음에 대처하는 작자의 태도를 살펴본 것이다. 우복은 공적 관료의 입장

에서 만시를 지을 때에는 죽음과 관련된 일반적 전고를 차용하되 대상 인물과 자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관용구를 활용한 반면, 개인적 친분에 의한 만시를 지을 때에, 전반부에 인물과의 인연을 

길게 배치시킴으로써 만시의 관습성을 뛰어넘고자 했음을 밝혔다. 대상 인물과 관련된 문집 속의 여타 

기록들 속에서 이해할 때, 창작의 맥락이 온전히 이해되고 작품의 특징 또한 선명히 부각됨을 규명한 점

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0) 황명환 외,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영남학』 30, 201608. 

(피인용지수 4) 

 이 논문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한 성과로서,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의를 

발전시켜 논문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점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종가문

화’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어문학 자산을 연구한 논문이라는 것이다.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

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융합적인 시각에서 탐구하고자 한 논의로서, ‘영남지역 어문

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잘 부합하는 연구 성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참여대학원생의 대표논문은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이 성공적

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논문의 연구 성과로 확장 및 한국연구재단 박사후과정연구원 선발

 살펴본 이들 논문들은 객관적으로 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여대학원생 시기에 발표한 이들 

연구가 그들의 학위논문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제갈덕주, 손증상, 우수영 등의 참여대

학원생들은 이 시기에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였다. 이들은 참여기

간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연구성과를 거두었는데(대표실적 논문 외 등재 학술지 게재 실적: 제갈덕주 4

편, 손증상 5편, 우수영 5편), 이러한 성과는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으로서 다양한 학술활동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손증상은 박사논문(1920-30년대 아동극 연구-어린이, 신소년, 별나라를 대상으로, 경북대학

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18)의 연구 범위를 해방 이후로 확장한 연구 ｢유치진과 주평, 1960년대 아동

극의 재구성-전국아동극경연대회를 중심으로｣가 한국연구재단 박사후과정연구원(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대학원, 20197.1-2020.6.30.)에 선정되고, 이들 논문을 수정한 ｢일제강점기 아동극 연구｣(가제, 2021

년 출판예정)가 한국연구원의  한국연구총서 저술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그 성과

를 인정받았다. 

(2) BK21플러스 우수인력 표창 수상

 참여대학원생 우수영은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BK21플러스 우수인력 표창(2015.12.)을 수상하였다. 이 표

창은 1999년 BK21사업 출범 이래 참여인력에 대한 첫 번째 시상으로 교육부와 한구연구재단이 BK21플러

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발전가능성 높은 인재들을 발

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총 545개 사업단으로부터 추천받은 대학원생, 신

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표창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터넷 공개검증 등을 거쳐 수상자 26명이 최종 선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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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우수논문상 수상

 피인용지수 3을 기록한 김지혜의 논문 ｢1920년대 초기노동 담론과 김소월의 시에 나타나는 노동의 의미｣
는 당대 문화적 맥락과 시의 의미를 고찰한 논문으로서, 이후 문화론적 관점에서 시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이후에 발표된 또 다른 논문 ｢정지용 일본어시의 ‘산책자’ 의식과 ‘유리창’ 이미

지의 탄생― 새로 발굴된 『자유시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 61, 현대문학이론학

회, 2015)은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년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새롭게 발굴된 정지용의 일

본어 작품을 분석한 것으로 일본 유학시절 정지용의 시 세계를 규명한 연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4)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본 사업단 배준영의 논문(배준영 백두현,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 서설｣, 정신문화연구
3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은 한국연구재단 ‘2015년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한

글 문헌에 내재한 문화적 요소를 찾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문화중층론을 제

안한 연구로서 한글문헌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수논문으로까지 선

정되었다. 

 2.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대표 저서의 우수성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의 이론 정립과 적용을 모색하는 본 사업단학술

총서에 참여하였다.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과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은 각각 사업단의 

2,3차 학술총서이다. 한편, <한국어는 나의 힘>은 참여교수, 신진여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대구일보>

에 게재한 글들을 모아 게재한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우리말과 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신

어>와 <외래어 지나치다 맑스 마르크스 마륵스>는 참여대학원생이 참여교수와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출간

한 책으로 한국어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특징들을 정리하여 쓴 책이다.

 이 저서들은 어문학 텍스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실제 영역에서의 실용적 가치를 모색하였으

며, 연구 영역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어문학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화적인 접근과 실용적 활용, 연

구의 국제적 확산을 모색하는 본 사업단의 교육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실적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사업단에서 선정한 대표 저서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대표저서 실적(총 5편)

1) 백두현 외,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015.08.

 이 책은 은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김예니, 김명주, 손유진이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과 함께 간

행에 참여한 사업단의 두 번째 총서로서,‘문화어문학’과 ‘지역어문학’이라는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

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이 책은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문학을 문화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업단의 지향을 기반으로 하면서, 영남 어

문학의 다양한 양상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남 어문학의 기술 방식과 해석의 문제를 구체

적인 방법론으로 논의하고 있다. 

2) 남길임 이수진 외,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08. 

 이 책은 국립국어원 신어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예시로 들면서 신어와 관련된 언어학적 쟁점 

및 국내외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신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국어교사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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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어 생성의 방법과 원리, 신어에 대한 언중의 인식, 신어 조사의 

역사, 최근 생성된 신어의 특성 등을 살피고, 신어를 둘러싼 현실의 상황과 신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실제로 신어가 어떻게 생성되고 사용되는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

치를 지닌다. 이는 “일상생활이 소통하는 ‘활학(活學)’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

단의 아젠다에도 잘 부합하는 것이다. 

3) 정우락 외,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02.

 이 책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여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

로서, 고전 문헌의 문화론적 독법을 고민하는 한편,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전문학의 현장과 문화적 

전통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사업단 참여교수(정우락, 최은숙), 신진연구인력(박지애, 조유영)과 함께 

참여대학원생(최은주, 김분청, 량짜오, 황명환)이 함께 협업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고전

문학과 문화어문학>은 사업단의 대표성과로 평가받는다.  

4) 이상규 한송이, 외래어 지나치다 맑스 마르크스 마륵스, 경진출판, 2018.06.

 이 책은 한국 어문 규범 가운데, 특히 <외래어 표기법>에 초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문제와 그 발전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 어문 규범의 정책적인 관리는 정책 수립자의 고도의 철

학적인 인식과 맞물려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소통 도

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제언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국어정책 담당자는 

물론 교열과 교정 전문직, 그리고 일반 독자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핵심적인 외래어 어문규정을 알기 쉽

게 정리하는 한편 국어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제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5) 이상규 외(한송이 공저), 방언에 지도를 입히다, 민속원, 2019.03.

 이 책은 1980년대 이후 현장 방언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언어 지도를 제작한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

원에서 펴낸 <한국방언자료집>에 나오는 단어 120개의 방언 분포를 시각화하고 해설을 수록한 이 저서는 

발간 당시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소개되면서 일반인에게 한국어의 다양성으로서 방언

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 저서는 방언의 중요성과 의의를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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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大東漢文學(45) 『愛日堂具慶帖』을 통해 본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2 語文學(127)
감정용언의 부정 구문에 대한 연구-극성의 정도성

과 의미 범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3 경진출판(2018.6) 외래어 지나치다 맑스 마르크스 마륵스 오프라인 저서 제출

4 국어학(71)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

헌어의 음운 현상 연구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5 국제어문(59) 1920년대 초기 아일랜드 희곡 수용의 의미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6 대동문화연구(86)
1920년대 초기 노동담론과 김소월 시에 나타나는

노동의 의미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84609

7 동학학보(30) 송기숙<녹두장군>의 민중 역량 조직화 양상 고찰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8 동학학보(36)
동학의 통합적 상상력과 논리구조에 관한 의미론

적 접근 -최시형의 삼경사상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9 민속원 방언에 지도를 입히다 오프라인 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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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460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460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460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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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0 민족문화논총(60) 변계량 만시에 나타난 여성의 시적 형상화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11 어문논총(61) 최명희<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 문화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12 어문논총(63)
주술언어의 화행과 문화적 의미자질에 관한 연구

1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13 어문론총(60)
다면적 주제의식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본 <호질

(虎叱)>의 작자 문제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14 어문론총(62)
허주(虛舟) 이종악(李宗岳)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 선비의 여가생활과 가치지향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15 언어과학(24/3)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

‘웃’ 포함 복합어를 중심으로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2

53578

16 언어과학연구 Forms of Address in Bilingual Lexicography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0

24608

17 언어과학연구(69) 다의성과 다면성의 변별성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85318

18 역락(2015.7)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오프라인 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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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357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357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357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357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357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6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6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6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6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6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531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531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531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531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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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9 영남학 64
「무녀도」의 창작 의도와 실제 결과의 간극 –기

독교의 우발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3

30724

20 영남학(30)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1

36346

21 인문사회21(8/5)
<연행록>에 대한 한·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

안 모색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22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8)
신어 오프라인 저서 제출

23 텍스트언어학(35)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양상 -중국인 학습자

의 '때문'구성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39108

24 텍스트언어학(36) 빅데이터 적정 텍스트 추출을 위한 언어학적 접근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90074

25
퇴계학과 유교문

화(54)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形象化 方

式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26
퇴계학과 유교문

화(58)

『豊山金氏世傳書畵帖』의 구성과 金重休의 편찬

의식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27
한국극예술연구

(41)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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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72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72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72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72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72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3634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3634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3634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3634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3634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91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91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91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91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91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007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007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007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007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007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443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443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443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443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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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28
한국극예술연구

(45)

카프의 연극대중화론과 아동극 <소년 구루마꾼>의

기획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9

14505

29
한국극예술연구

(46)
한국반공만화영화의 선전 전략과 그 의미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9

38313

30
한국문화사

(2016.9)
한국어는 나의 힘 오프라인 저서 제출

31 한국사전학(23)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80656

32 한국어의미학(43) "-겠-"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 연구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33 한글(314)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아래아) 표기와 그 변

화 양상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34
현대문학의 연구

(55)
임화의 단편서사시의 의미와 ‘감정’의 분화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9

63908

35
현대문학이론연구

(59)
조정래<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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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표 6>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편수

구분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총 건수 1 4 5 4 20 24 5 7 12 5 11 16 5 10 15 8 7 15 6 7 13 34 66 100

총 환산편수 0.5 3.5 4 5.5 19 24.5 9 7 16
7.500

0

9.500

0

17.00

00

9.125

0

8.833

3

17.95

83

13.5

000

7.00

00

20.5

000

9.33

33

7.00

00

16.3

333
54.4583 61.8333 116.2916

1인당 환산

편수
1.2535 1.3191 1.8888 1.4269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수
35.5 26.5 19.5 81.5

석사과정생 실적

제외 여부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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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실적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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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계획 대비 실적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첫째, 사업 초

기부터 내국인 대학원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을 ‘쌍방향 멘토’로 지정하여 상호간의 어학능력을 향상하

고자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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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외 한국학 분야의 석학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넷째, 지역 어문학과 문화 

현장을 답사하고 연구주제 및 방법을 실제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1) 대학원생 학술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실시

 

  본 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쌍방향멘토제’를 통해 멘토로 지정한 학생 상호간에 어학능력

이 향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논문 작성에 성과를 보였으며, 한국인 학생들은 

국외학술대회 발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쌍방향멘토제를 실시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졸업 후에 본국

으로 돌아가 전공 교수가 되거나(량짜오, 탄나나), 한국에서 외국어논문작성법을 강의(정해연)하는 등 

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성장하였다. 내국인 학생의 경우, 어학능력이 향상되어 

국제학술대회나 해외장단기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국제교류 등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확대하였

다. (세부사항은 본보고서 3장 참조) 

  이와 같이, 본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쌍방향 멘토제는 내외국인간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우수

한 외국학생들의 적응과 연구결과물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국제화 지

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사업기간 내 <쌍방향 멘토제>의 현황 및 관련 실적은 다음

과 같다.  

 ◇ 사업기간 내 <쌍방향 멘토제> 시행 현황(총 9건) 

   - 최지현(국어학 박사과전) - 정해연(프랑스, 박사과정)

   - 정의철(국어학 박사과정) - 쯔즈웨이(중국, 국어학 박사과정) 

   - 현영희(국어학 박사과정) - 탄나나(중국, 국어학 박사과정)

   - 이수진(국어학 박사과정) - 정해연(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 김세연, 강현아(국어학 석사과정) - 정해연(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 한송이(국어학 박사과정) - 정해연(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 최은주(고전문학 박사과정) - 전설련(중국, 고전문학 박사과정)

   - 황명환(고전문학 박사과정) - 량짜오(중국, 고전문학 박사과정)

   - 김소연(고전문학 박사과정) - 전설련(중국, 고전문학 박사과정)

 ◇ 사업기간 내 <쌍방향 멘토제> 관련 실적

 (1) 국제학술대회 발표 (8건)

   - 정의철, 쭈즈웨이, 문장 차원에서의 한국어 “-고 있-”과 중국어 “在”, “着”의 대조 연구,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9, 연세대 한국어학당,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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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영희, 탄나나,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양상- 중국인 학습자의 ‘때문’ 구성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3.12.

   - 홍미주, 위원징,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 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24-4,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3.12. 

   - 이수진, 정해연, 최준,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09.05-2016.09.11.)

   - 최준, 정해연, 김세연, 강현아, “Report on the Automatic Extraction of Korean Scientific      

     Phrasal Term Candidates, wi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영국, 2017.07.25.)

   - 정해연, 한송이,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Dialectal Headwords in the     

     Unabridged Dictionary of Standard Korean”(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슬로베니아,  

     2018.07.14.- 2018.07.23.)

   - 량짜오, “異域與西域: 燕行使對回回國的認知”(중국문학지리학회, 중국, 2017.07) 

   - 전설련,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08.09.-2019.08.13.)

 (2) 쌍방향 멘토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단독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성과(총 3건)

 

   - 정해연, Forms of Address in Bilingual Lexicography,  언어과학연구, 20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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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양한 국제교류 학술활동(총 5건) 

 

   - 중국 곡부사범대학 한중 국제학술대회(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중국 곡부대학 공자연구소 공동주최)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2013.12.14.~17.(최은주, 전설련 등)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Lecture & Seminar        

      Training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Humanities Studies’,    

      2017.01.23.-2017.02.07. (정해연, 한송이, 김세연, 강현아)

   -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 연수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2018년 01.18-2018.01.21.(황명환, 전  

     설련, 최은주)

   -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장기 연수‘미국 내 한국학 동향 파악 및 사회언어학 기반 역동적 언어지도  

     제작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8.01.10.-01.31.(한송이)

   - 중국 광주대학 단기연수 ‘문학지리학 연구방법 및 중국 영남문화 연구’, 2019.01.21.-2019.01.22.,  

     (전설련, 김소연)

2) 전문가 초청특강 프로그램 및 세미나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아젠다와 관련된 문화론 이론, 연구 방법, 적용 사례 등과 관련한 문화어문학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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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해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특강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이해력 

제고에 노력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개별 연구방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화된 연구

방법론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여 문화어문학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지역어문

학 및 한국학 분야의 연구동향 및 전망에 관한 특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성을 진단하고, 나아

가 한국학 전문 인력으로서 해외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본 사업단에서는 2019년부터 전공별로 심화된 분야의 실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보다 세부적인 연구방법론과 학술환경

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하루 4시간씩 1주일간 진행된 <데이터로서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 연수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훈련함으로써 언어데이터 기반 환경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업기간 내 진행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 실적(총 19회, 연 3회 목표 초과 달성)

 

   - 이종묵(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 선비의 집, 2014.01.22.

   - 김하수(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언어 연구와 사회발전에 대한 통합적 인식, 2014.01.22.

   - 천정환(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대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문화론적 연구, 2014.02.19.

   - 육영수(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책과 독서는 역사를 움직이는가?-미시사, 일상생활사적 접근,      

      2014.04.23.

   - 남권희(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영남 문헌의 서지와 연구방법, 2014.05.06.

   - 김용규(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 문화횡단과 혼종문화, 2014.10.01.

   - 최석기(경상대 한문학과 교수), 지리산과 남명 조식,2015.02.24.

   - 황은하(배재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교수), 핝렬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2015.11.20.

   - 배연경(국제영어대학원대학 초빙교수), 문화와 언어의 관점에서 본 사전-세계사전학 연구 및 개발  

     동향, 201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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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진(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역어문학과 문화가치 연구의 전개와 전망, 2017.05.26.

   - 최운호(목포대 교수), Humanities Computing: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자료의 분석, 2017.06.09.

   - 이민영(일본 마치야마 대학 교수), 일본 내 한국학 전문 인력 진로 현황과 전망, 2018.01.19.

   - 황후영(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어 전공자의 해외취업을 위한 도전과 현실,  

     2018.07.03.

   - 권보드래(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3.1운동의 문화사, 2018.10.25.

   - 안재원(서울대 인문학술원 교수), 서양 고전문헌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18.11.16.

   - 최전승(전북대 명예교수), 공시적 음운현상들의 표면적 수렴과 상이한 역사적 내적 과정, 2019.04.19.

 

 ◇ 사업기간 내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2019년, 2회 진행)

 

   - 김대식(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데이터로서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위한 프로그  

     래밍 언어의 활용, 2019.8.12.~8.18.

   - 안찬순(경북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문학사상의 원천과 전파,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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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석학 초청강연 프로그램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생의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과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각 

분야의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한일문화교류, 해외한국학의 연구동향을 살필 

수 있는 해외석학 초청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특강을 통해 대학원생들은 동기, 호주, 미국을 비롯하

여 일본, 중국 등 동서양을 망라한 외국대학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학의 교육과 연구경향을 파악함으로

써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세계적 가치와 비교 문학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사업단에서는 2019년부터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CEO를 초청하여 관련 분야

의 최신 정보와 연구동향을 살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계사전학회 회장이자 K Dictionaries 대

표인 아이란 커널만 회장 초청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언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학의 연구동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를 보다 직접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기간 내 진행된 해외

석학 초청특강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해외석학 초청 특강> 운영 실적(총 17회, 연 2회 목표 초과 달성)

   - 베르너 삿세(독일 보훔대학교 교수), 외국인이 본 한국고전과 고전문학, 2013.12.10. 

   - 신성철(호주 뉴 사우스 웰즈대학교 교수), 호주의 한국학 동향과 향후 과제.2014.02.20.

   - 후지모토 유키오(일본 레이타쿠대학교 교수),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오구라문고에 대하여.2014.05.24.

   - 방동수(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전임강사),미국에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2014.7.9.

   - 강승철(중국 하얼빈사범대학교 교수), 신화시대의 중, 한 비교, 2014.11.10.

   - 양바오중(중국 하북대학교 교수), 불교 문화가 근대 한자에 미친 영향,2015.5.18.

   - 장지엔윈(중국 하북대학교 교수), 중국에서 본 한국의 문화산업 연구, 2015.5.18.

   -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교수), ‘흥부전’의 재발견-조선중기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2015.5.20.

   - 전건민(중국 하북대학 교수), 魯迅의 <野草>에 논하여, 2015.12.1.

   - 양춘승(중국 하북대학 교수), 고려본 <용감수경>을 이용한 疑難字의 고증과 해석 三則, 201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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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  

     안 제안, 2017.09.18.

   -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학교 교수),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역사관, 2017.09.25.

   - 로스 킹(캐나다 UBC대학교), Out of the Margins: 조선후기 서상기 주석군과 문학적 속어 문제,    

     2018.03.13.

   - 배준영(중국 산동대학교 위해 캠퍼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연구, 2019.01.25.

   - 후쿠이 레이(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 신페이와 오구라 문고에 대하여, 2019.05.03.

 ◇ 사업기간 내 <해외CEO 초청 간담회> 운영 실적(2019년 1회 진행)

   - 아이란 커널만, 사전 및 사전학과 언어데이터: 산학협력 현황과  the K Dictionaries & Lexicala   

     활용 사례(2019.08.30.)

 이와 같은 해외석학 초청특강을 통해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문화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러한 강연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교육 및 연구의 국제

화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해외 석학 및 CEO의 연구방법 및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어문학 연구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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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점을 발견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층적인 모색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사업

기간 내 연구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4)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현장을 답사하

여 문화어문학 실용화와 현장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 본 사업단에서 주력하는 영남지역 어문

학 자산 현장 및 문화콘텐츠 현장을 답사할 뿐 아니라, 비영남권 지역의 어문학 자산 현장을 아우르며 

관련 조사 및 세미나 등을 시행하였다. 현장학습프로그램은 사업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

원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제 및 활동에 따라 학부생 및 기타 대학원생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학기당 1회, 연 2회를 목표로 하였으나, 참여대학원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실제적 현장조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매년 3회 이상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지역 문화어문학에 대한 현장감각과 관련 연구방법론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

업기간 내 운영된 현장학습 프로그램 실적은 총 건이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총 22건, 목표치 초과 달성)

 (1) 1차년도

  ① 경북 칠곡의 언어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1

    - 장소(일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지천면, 얌목면 일대(2013.12.09.)

    - 주제: 경국 칠곡군의 여러 지역별 언어 사용 양상 조사

    - 활동: 주제 관련 자료 조사(설문조사지, 면담활동 등)

  ② 경북 칠곡의 언어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2

    - 장소(일시):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기산면, 북삼면 일대(2013.12.20.)

    - 주제: 경국 칠곡군의 여러 지역별 언어 사용 양상 조사

    - 활동: 주제 관련 자료 조사(설문조사지, 면담활동 등)

  ③ “소통과 협업의 인문학 캠프”(국학진흥원 주관)

    - 장소(일시): 안동 국학진흥원(2013.12.27.~12,28.)

    - 주제: 학문간 세대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인문학적 모색

    - 활동: 국학진흥원 자료 열람,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발표 및 토론, 새로운 연구방법론 모색

 (2) 2차년도

  ① 청량산권(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안동 국학진흥원, 도산선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2014.06.28.)

    - 주제: 영남지역 청량산권의 문화어문학적 접근

    - 활동: 한국국학진흥원 관람 및 세미나 활동,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및 이현세 작가 특강

  ② 남명 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지리산, 고령 합천 산청 지역 남명 문학 현장(2014.08.08.~09)

    - 주제: 남명학 연구를 위한 남명 문학 현장 학습(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후원)

    - 활동: 남명 문학에 대한 개요, 남명학 연구의 동향 및 방향에 관한 참여대학원생 발표 

  ③ 지리산권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경남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일대(2015.02.24.)

    - 주제: 영남 서부권(지리산권)의 문화어문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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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지리산과 남명 조식”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특강(경상대 남명학관 101호), 참여대학  

             원생들의 활발한 질의 및 토론, 토지문학관, 쌍계사 화개장터 등 지리산권의 문화어문학   

             현장탐방

 (3) 3차년도

  ①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경북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일대(2015.04.10.)

    - 주제: 문학 창작의 원천과 배경(장혁주‧ 김주영‧ 이문열 문학과 서애 유성애, 음식디미방)
    - 활동: 장혁주의 아귀도(예천), 서애 유성룡(병산서원), 한글편지 고문서(안동대학교 박물관),   

            김주영의 ｢객주｣(객주문학관), 이문열의 ｢광산연구소｣, 힌글음식조리서｢음식디미방｣(영양)  

            현장 학습, 관련 주제에 관한 참여대학원생의 발표(김명주, ｢이응태 묘 출토 한글 편지｣ 등  

            참여대학원생 발표 5편)

  ② 가야산권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창녕군 등(2015.06.12.)

    - 주제: 영남지역 가야산권 문화어문학적 접근

    - 활동: 이주홍 어린이 문학관 및 복원생가 탐방, 우포늪 생태관의 문학콘텐츠 사례 탐방, 

  ③ 학부-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경남 합천군, 통영군, 양산시, 경북 경주 일대(2015.08.27.~29.)

    - 주제: 영남지역 사상 및 문화 현장과 문화어문학 연구의 모색

    - 활동: 남명기념관, 토지문학관, 김춘수 유품 전시관, 청마문학관, 동리목원박물관 탐방 및 자료   

            열람, 기념관 소속 전문가 특강 및 참여대학원생 발표, 양동마을 종가 문화 조사

 (4) 4차년도

  ① 경북 현풍 지역 현장조사(학부생+대학원생 공동조사)

    - 장소(일시): 경상북도 현풍면 대리 소례마을(2016.08.21.)

    - 주제: 현풍 지역의 방언 조사 및 <현풍곽씨언간>의 주요 지명에 대한 연구

    - 활동: 주제 관련 자료 조사

  ② 학부-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강원도 일대(2016.08.24.~26.)

    - 주제: 강원권 한국어문학 및 문화콘텐츠 현장조사

    - 활동: 박경리 문학관, 김유정 문학촌, 김춘수 유품 전시관, 인제 한국시집 박물관, 강릉 매월당   

            김시습 기념관, 허난설헌 생가터, 평창 이효석문학마을 문화어문학 지역 탐방, 기념관 소속  

            전문가 특강 및 참여대학원생 발표, 

  ③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1

    - 장소(일시): 경북 안동시 일대(2016.12.09.)   

    - 주제: 권정생 문학과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활동: 권정생 동화나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탐방, 기념관 소속 전문가 특강 및 참여대학원생   

            발표,    

  ④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학습1

    - 장소(일시): 대구 도심 일대(2016.12.28.)

    - 주제: 대구 근대와 천주교인 및 지식인 관련 답사

    - 활동: 대구 근대역사관, 경상감영공원, 계산성당, 이상화 서상돈 고택, 계산예가, 달성공원, 향토  

            역사관 등 근대문화 현장 탐방 및 주제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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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차년도

  ①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2

    - 장소(일시): 경북 안동시 및 영양군 일대(2017.04.12.)

    - 주제: 경북 출신 문인들의 문학 생성 공간 연구

    - 활동: 안동 이육사 문학관 탐방 및 이육사 선생의 딸 이옥비 여사 대담, 영양 조지훈 문학관 탐방  

            및 전문가 특강, 주실마을 탐방, 주제 관련 대학원생 발표

  ②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2

    - 장소(일시): 대구 도심 소재 대구문학관, 264작은 문학관, 희움 역사전시관, ETC예술컨텐츠 협동  

                  조합 등 (2017.07.05)

    - 주제: 지역 근대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활동: 문학관 탐방 및 전문가 특강, 북성로 문화콘텐츠 개발사례 발표 및 토론 활동

  ③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학부생+대학원생 공동조사)

    - 주제: 예천 지역의 방언 조사 및 <음식디미방>의 ‘맛질방문’ 어휘와 내용 조사

    - 장소(일시):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맛질마을(2017.08.10.)

    - 활동: 주제 관련 자료 조사

  ④ 학부-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서울, 경기도 일대(2017.08.31.~9.2.)

    - 주제: 서울 경기권 한국어문학 및 문화콘텐츠 현장조사

    - 활동: 파주출판단지, 용인 심곡서원, 광주 만해기념관, 남한산성, 양평 잔아 문학박물관, 세종대  

            왕릉 등 문화어문학 지역 탐방, 기념관 소속 전문가 특강 및 참여대학원생 발표, 

   ⑤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 답사3

    - 장소(일시): 청호서원, 무동재, 구암서원, DGB 향토문화 테마전 등(2017.10.25.)

    - 주제: 대구 근대 문인 및 교육 공간과 문화콘텐츠

    - 활동: 주제 관련 현장 답사,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 사례 발표

   

 (6) 6차년도  

  ① 경북 안동 지역 현장조사1(학부생+대학원생 공동조사)

    - 장소(일시):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2017.08.27.~28.)

    - 주제: 안동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및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례의 어휘 조사

    - 활동: 안동 지역어 음운 조사(조사 설문지), 훈민정음 해례본 어휘 항목 조사, 안동지역 지칭어   

             및 호칭어 조사

  ② 학부-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장소(일시): 하동, 남해, 거제, 양산, 경주 등 영남지역 일대(2018.08.30.~9.1.)

    - 주제: 영남지역의 어문학 및 독서문화 콘텐츠 현장조사

    - 활동: 하동 평사리 문학관, 남해 유배문학관 등 문학관 탐방 및 전문가특강, 김해 국립 박물관 탐  

            방 및 도서문화대전 참가 등을 통해 어문학을 기반으로 한 독서문화 콘텐츠 생산 현장 조   

            사, 참여대학원생 발표,  

 (7) 7차년도 전반기

  ① 경북 경주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

    - 장소(일시):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2019.05.24.)

    - 주제: 경북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및 문학 생성 공간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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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

저서

구분

논문명/

저서명

논문게재/학술저서 정보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주저자

여부

객관적

우수성

(피인용

횟수)

게재학술지명/

출판사명

년월

(YYYYMM)

1 논문

상주 지역 문인들의 공동 

창작의 전통과 문화적 기

반

어문론총(59) 201312 손유진 주저자 0

2 논문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

기 양상 -중국인 학습자

의 '때문'구성의 이유 표

현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5)
201312 탄나나 공동저자 1

3 논문
1920년대 초기 아일랜드 

희곡 수용의 의미
국제어문(59) 201312 김지혜 주저자 2

4 논문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한국극예술연

구(41)
201309 손증상 주저자 4

5 논문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

해 본 죽음의 形象化 方

式 

퇴계학과 유교

문화(54)
201402 손유진 주저자 4

6 논문
"-겠-"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43)
201403 서은영 공동저자 9

    - 활동: 동학가사 및 관련 유적 조사, 김동리 소설 관련 장소 조사(예기소 등), 목월 복원생가 탐방  

            및 목월 자료 조사 

  ② 경북 안동 지역 현장조사2(학부생+대학원생 공동조사)

    - 장소(일시):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일대, 한국국학진흥원(201907.26.~27.)

    - 주제: 국학진흥원 자료 및 안동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 활동: 국학진흥원 자료 열람 및 연구위원 특강, 안동 지역어 음운 조사 및 윷놀이 놀이 문화 관련  

            어휘 조사, 주제 관련 참여대학원생 발표  

 

  이와 같이, 본 사업단에서는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고 문화어

문학 연구의 실용화 및 현장과 연계된 교육 방법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현장 조사 

및 현장학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은 사업단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

였다. 이는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게재 실적 등 가시적인 연구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2.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

  본 사업단은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게재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실제로 각종 학술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를 지원했으며, 논문 제재를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을 시행하였다. 사업기간 내 참여

대학원생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를 지원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및 지원

 

◇ 사업기간 내 국내우수학술등재지 및 국내 학술지 게재 실적(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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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
송기숙<녹두장군>의 민중 

역량 조직화 양상 고찰
동학학보(30) 201404 우수영 주저자 2

8 논문

다면적 주제의식과의 상

관관계를 통해 본 <호질

(虎叱)>의 작자 문제

어문론총(60) 201406 서정현 주저자 2

9 논문

1920년대 초기 노동담론과 

김소월 시에 나타나는 노

동의 의미 

대동문화연구

(86)
201406 김지혜 주저자 3

10 논문
빅데이터 적정 텍스트 추

출을 위한 언어학적 접근 

텍스트언어학

(36)
201406 이수진 공동저자 2

11 논문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

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한 국 사 전 학

(23)
201406

김예니

이수진
공동저자 12

12 논문
다의성과 다면성의 변별

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69)
201406 제갈덕주 주저자 7

13 논문
‘-도’의 문법범주에 관

한 연구

언 어 과 학

(21/3)
201408 제갈덕주 주저자 0

14 논문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

어의 음운 현상 연구

국어학(71) 201409
김예니

김명주
공동저자 5

15 논문

카프의 연극대중화론과 

아동극 <소년 구루마꾼>

의 기획

한국극예술연

구(45)
201409 손증상 주저자 3

16 논문
최명희<혼불>을 통해 고

찰한 한국의 음식 문화
어문론총(61) 201409 우수영 주저자 4

17 논문
조정래<아리랑>에 출현하

는 공감연대 고찰

현대문학이론

연구(59)
201412 우수영 주저자 3

18 논문
한국반공만화영화의 선전 

전략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

구(46)
201412 윤지혜 주저자 2

19 논문

허주(虛舟) 이종악(李宗

岳)의 한시를 통해 본 18

세기 영남 선비의 여가생

활과 가치지향

어문론총(62) 201412 최은주 주저자 2

20 논문
임화의 단편서사시의 의

미와 ‘감정’의 분화 

현대문학의 연

구(55)
201502 김지혜 주저자 2

21 논문

감정용언의 부정 구문에 

대한 연구-극성의 정도성

과 의미 범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학(127) 201503
정의철

서은영
공동저자 5

22 논문

주술언어의 화행과 문화

적 의미자질에 관한 연구 

1

어문논총(63) 201503 제갈덕주 주저자 2

23 논문
Forms of Address in 

Bilingual Lexicography
언어과학연구 201506 정해연 주저자 1

24 논문

20세기 전기 일본어 학습

서의 일본어 한글 표기 

연구

語文學(128) 201506 김명주 주저자 0

25 논문 변계량 만시에 나타난 여 민족문화논총 201508 김분청 주저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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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시적 형상화 (60)

26 논문

한강현전의 이부인의 형

상에 나타난 모순과 그에 

투영된 가부장제 하 여성

의 현실

인 문 사 회 

21(6/2)
201508 서정현 주저자 0

27 논문

동학의 통합적 상상력과 

논리구조에 관한 의미론

적 접근 -최시형의 삼경

사상을 중심으로

동학학보(36) 201509 제갈덕주 주저자 2

28 논문

『愛日堂具慶帖』을 통해 

본 聾巖 李賢輔의 문화 

활동

大 東 漢 文 學

(45)
201512 최은주 주저자 1

29 논문

설정(雪汀) 『조천일기

(朝天日記)』에 나타난 

의식지향(意識指向)

인 문 사 회 

21(6/4)
201512 량짜오 주저자 0

30 논문

『豊山金氏世傳書畵帖』

의 구성과 金重休의 편찬

의식

퇴계학과 유교

문화(58)
201602 최은주 주저자 1

31 논문

李稷의 불교인식과 그 시

적 형상화 -『亨齋詩集』

을 중심으로 -

東方學(34) 201602 김분청 주저자 0

32 논문

언어지리학적 분포를 통

해 본 한ㆍ중 입성 한자 

자음의 변화 연구

Journal of 

C h i n a 

Studies(19)

201604 왕민 주저자 0

33 논문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

타난 가면의 의미 -인도 

문화 브라흐마교의 사유

에 근거하여

정신문화연구

(여름호39/2)
201606

칸앞잘아

흐메드
주저자 0

34 논문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 방법 연구
영남학(30) 201608

백두현

황명환
공동저자 4

35 논문

韓中儒教文化認知：唐前

“四史”韓半島文獻源流

疏證及現代闡釋

퇴계학과 유교

문화(59)
201608

이검청

량짜오
공동저자 0

36 논문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

(아래아) 표기와 그 변화 

양상

한글(314) 201612 김명주 주저자 2

37 논문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관

한 어휘의미론적 연구: 

‘웃’ 포함 복합어를 중

심으로

언 어 과 학

(24/3)
201708 제갈덕주 주저자 1

38 논문
「윤회설」에 나타난 김

동리의 현실 인식 연구
우리말글(74) 201709 전계성 주저자 0

39 논문

<연행록>에 대한 한·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

안 모색

인 문 사 회 

21(8/5)
201710 량짜오 주저자 2

40 논문
문학경관 (文學景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광정 

인 문 사 회 

21(8/6)
201712 량짜오 주저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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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練光亭)

41 논문

「무녀도」의 창작 의도

와 실 제 결과의 간극 –기

독교의 우발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영남학 64 201803 전계성 주저자 2

42 논문

낙재 서사원(樂齋 徐思

遠)의 선유시(船遊詩) 연

구 - 금호강에 대한 감성

을 중심으로,

어문론총(75) 201803 김소연 주저자 0

43 논문

Debunking Myths about 

the Creation Background 

of Hunminjeongeum

국제언어문학 

(40)
201808 한송이 공동저자 0

44 논문

기독교 소재 김동리 소설

의 다성적 작가의식: 샤

머니즘 의식과 기독교 의

식의 경합 양상을 중심으

로

문학과 종교

(23)
201812 전계성 주저자 0

45 논문

대구 지역어의 이중모음

의 단모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배달말(63) 201812 이철희 주저자 0

46 논문

부강정 관련 한시에 나타

난 공간감성과 지역적 특

징

인문사회21(9) 201812 황명환 주저자 0

47 논문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완화표현 연구

한민족어문학

(82)
201812 이민주 공동저자 0

48 논문

김동리의 「솔거」연작에 

나타난 종교 횡단과 그 

의미

한국문예비평

연구(61)
201903 전계성 주저자 0

2) 국내 학술 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 지원

 

  본 사업단은 국내 학술대회 참석과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위해 학술대회 참석 여비, 논문 게재료를 지

원하고 있다. 학술대회 발표 뿐 아니라 참석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 역량이 향상되었다. 사업기간 내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국내 학술대회 참석 여비 지원> 실적(총 43건)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포함)

 

   - 윤지혜, 한국극예술학회 2014년 2차 정기학술대회 참석, 서울, 2014.04.19.

   - 김명주, 훈민정음학회 참석, 서울, 2014.05.10.

   - 정의철, 언어 연구를 위한 R활용과 기초 통계 워크숍 참석, 고려대학교,2014.05.24.

   - 박지수,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 참석, 전남대학교,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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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주,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 경남대학교, 2014.06.20.

   - 정성희,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참석, 경남대학교, 2014.06.20.

   - 김명주, 국어사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발표, 전북대학교, 2014.07.10.

   - 이수진, 한국어의미학회 참석, 강원대학교, 2014.08.11.

   - 현영희, 한국어의미학회 참석, 강원대학교, 2014.08.11.

   - 김명주, 제48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 학술대회 참석, 창원대학교, 2014.08.19.

   - 정해연, 한국언어과학회, 언어과학회 공동 주최 2014년 여름학술대회 참석, 부산대학교,           

      2014.08.21.

   - 이수진, 한국언어과학회, 언어과학회 공동 주최 2014년 여름학술대회 참석, 부산대학교,           

      2014.08.21.

   - 손증상,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21 사업단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14.09.26.

   - 김지혜,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21 사업단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14.09.26.

   - 김명주,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21 사업단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14.09.26.

   - 김예니,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21 사업단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14.09.26.

   - 장유정,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21 사업단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14.09.26.

   - 아프잘칸, 제23회 외국인 한글백일장 참가, 연세대학교, 2014.10.06.

   - 손증상, 배달말학회 전국학술대회 참석, 순천대학교, 2014.10.18.

   - 김명주, 국어사학회 10월 월례강독회 참석, 서울, 2014.10.18.

   - 손증상, 한국극예술학회 학술대회 참가, 고려대학교, 2014.10.25.

   - 티엔즈윈, 제6회 한중 유학생포럼 중국인 유학생 학술대회 논문 발표, 서울, 2014.11.11.

   - 이민주, 2015년 하계연구방법론 워크숍 참가, 2015.06.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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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량짜오, 2016년 만주학회 상반기 국제학술회의 참석, 연세대학교, 2016.06.25.

   - 김명주, 2016년도 국어사학회 여름 학술대회 참석, 전북대학교, 2016.07.07.-07.08.

   - 배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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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2018.02.04.-07.

   - 신원석, 2018년 한국어의미학회 42차 전국학술대회참석, 고려대학교, 2018.02.02.

   - 전계성,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21 사업단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18.05.25.

   - 전계성, 이상문학회 2018년 하반기 학술대회 참석, 서울 이상의 집, 2018.12.01.

   - 정희윤,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참석, 서울, 2019.02.12.~13.

   - 신원석,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참석, 서울, 2019.02.12.~13.

   - 스리와흐유닝시,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참석, 서울, 2019.02.12.~13.

   - 쉬샤오통, 국어사학회 월례강독회 참석, 서울 동국대학교, 2019.03.16.

   - 전계성, 한국비교문학회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서울 세종대학교, 2019.06.08.

   - 배은혜, 한국방언학회 참석, 서울대학교, 2019.06.28.~29.

   - 전계성, 제4회 전국대학원생 학술포럼 발표, 연세대학교, 2019.08.21.

   - 배은혜, 제4회 전국대학원생 학술포럼 발표, 연세대학교,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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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날짜 발표자 과정 주제

1 2016.03.30 박지애 신진연구인력 BK21+ 사업에 대한 개괄적 소개

2 2016.04.29.

최은주 박사수료
愚伏 鄭經世의 書簡文에 나타난 소통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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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 수

용과 그 의미

3 2016.05.25. 황명환 박사과정
여말선초 한시에 나타난 <논어집주> 수용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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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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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내 <논문 게재료 지원> 실적(총 32건)

   - 게재료 지원 논문에 관한 일람은 학술지 게재 논문목록(표) 참조.

     본 사업단에서 논문게재료 미지원한 경우, 학과에서 지급하는 대학원생 논문 게재료 지원

    (결과적으로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료 전액 지원)

   - 2차년도: 서은영 외, 12건 

   - 3차년도: 정의철 외, 9건

   - 4차년도: 김명주 외, 1건

   - 5차년도: 제갈덕주 외, 5건

   - 6차년도: 전계성 외, 6건

   - 7차년도 전반기: 전계성, 1건

     

3) 논문 게재를 위한 학술 활동 지원

 

 (1) 정기적 전공별 집담회 개최

 

  본 사업단은 월 1회 전공별 집담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세부전공(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별로 참

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들이 모여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과정을 통해 연구논

문을 검증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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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내 <전공별 집담회> 개최 실적(각 전공별 매월 1회, 연간 총 12회)

   - 사업기간 내 총 126회 실시

 ① 고전문학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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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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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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인

식과 그 의미

13 2017.03.27. 조유영 신진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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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손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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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손의식과 그 

의미

21 2017.11.29. 량짜오 박사수료 명청교체기 조천록의 특징과 사행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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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인식과 

그 의미

김소연 박사과정
낙재 서사원의 풍류활동과 그 의미-선유시를 

중심으로

24 2018.02.28. 전체 전체 1년간 학업 계획

25 2018.03.23.

황명환 박사수료
수파 안효제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

식과 그 의미

김소연 박사과정 자암서당에서 이루어진 독서활동과 그 의미

신소윤 박사과정
석주 이상룡 시에 나타난 사물인식 양상과 

그 의미

26 2018.04.20.

량짜오 박사수료 文學景觀帶로서의 연행길

신소윤 박사과정
석주 이상룡 한시에 나타난 사물인식의 양상

과 그 의미

27 2018.06.01. 량짜오 박사수료 휴당 연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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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박사수료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군담 연구

28 2018.06.29. 조유영 신진연구인력
서거정의 대구십영으로 본 문학 생성 공간으

로서의 대구 –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29 2018.08.03.

량짜오 박사수료
명청교체기 조천록의 서술 특징과 작가의식 

연구

서정현 박사수료
17~1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안남국과의 

교류 양상

김동연 박사과정
<운수상사곡>과 <운수답가>에 나타나는 친정

방문 경험과 문중 놀이

30 2018.08.31.

전설련 박사과정
서천 조정규의 중국체험 기록을 통해 본 의

식지향

김동연 박사과정
<운수상사곡>과 <운수답가>에 나타난 놀이의 

양상과 그 의미

31 2018.09.27.

조유영 신진연구인력 대구십경

량짜오 박사수료
명청교체기 조천록의 서술 특징과 작가의식 

연구

32 2018.10.25.

김소연 박사과정 문학에 나타난 낙재의 강학활동과 그 의미

신소윤 박사과정
석주 이상룡 시에 나타난 사물인식 양상과 

그 의미

33 2018.11.29.

황명환 박사수료
설화에 나타난 내암 정인홍의 형상과 그 의

미

전설련 박사수료
서천 조정규의 중국체험 기록을 통해 본 의

식지향

김소연 박사과정 문학에 나타난 낙재의 강학활동과 그 의미

34 2018.12.17.
조유영 신진연구인력

조황의 <기구요>에 나타난 도통 구현 양상과 

그 의미

서정현 박사수료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군담 연구

35 2019.01.18.

황명환 박사수료
守坡 安孝濟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

식과 그 의미

김동연 박사과정 祭文형 내방가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김소연 박사과정 박지원의 문학에 나타난 물과 그 의미

36 2019.02.21.

서정현 박사수료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

전설련 박사수료
毅庵 柳麟錫의 망명시에 나타난 儒道의 형상

화 방식

37 2019.03.28. 전체 전체 하북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준비

38 2019.04.25.

황명환

전설련

김소연

박사수료
『을병연행록』에 나타난 연조문화의 양상과 

그 특징

조유영

김동연

신소윤

신진연구인력

박사과정

박사과정

17세기 연행문학에 나타난 연행 공간의 시적 

형상과 그 의미 - 柳命天의 <연행별곡>과 

「연행록」 소재 한시를 중심으로

39 2019.05.10.
황명환

전설련
박사수료

『을병연행록』에 나타난 연조문화의 양상과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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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조유영

김동연

신소윤

신진연구인력

박사과정

박사과정

17세기 연행문학에 나타난 연행 공간의 시적 

형상과 그 의미 - 柳命天의 <연행별곡>과 

「연행록」 소재 한시를 중심으로

40 2019.07.30.

황명환

전설련

김소연

박사수료
『을병연행록』에 나타난 연조문화의 양상과 

그 특징

조유영

김동연

신소윤

신진연구인력

박사과정

박사과정

17세기 연행문학에 나타난 연행 공간의 시적 

형상과 그 의미 - 柳命天의 <연행별곡>과 

「연행록」 소재 한시를 중심으로

41 2019.08.19.

황명환

전설련

김소연

박사수료
『을병연행록』에 나타난 연조문화의 양상과 

그 특징

조유영

김동연

신소윤

신진연구인력

박사과정

박사과정

17세기 연행문학에 나타난 연행 공간의 시적 

형상과 그 의미 - 柳命天의 <연행별곡>과 

「연행록」 소재 한시를 중심으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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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의 

문화 양상

-한 중 인도 문학의 원숭이 인물을 중심으로

리화징 석사과정 이상 <날개>속의 부부관계 연구

3 2016.05.27.

조가유 석사과정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나타난 민주주의적 

문화의 가치

장려홍 석사과정
박완서의 <미망>와 장결의 <무자>에 나타난 

가부장제 의식 비교 연구

4 2016.06.17.

후팡팡 박사과정

후팡팡(박사과정) : 이광수 <무정>과 나쓰메 

소세키 <우미인초>에 나타난 '신여성'상 비

교연구

김대웅 석사과정
이상 시의 시간의식 연구 : <이상한 가역반

응>을 중심으로

5 2016.07.22. 장려홍 석사과정 박완서와 장결 소설의 여성의식 비교연구

6 2016.08.31.
조가유 석사과정

함세덕의 <산허구리>와 그 원작의 ‘어머니 

인물의 심리’ 분석

장려홍 석사과정 박완서의 <미망>과 장결의 <무자>에 대한 

7 2016.09.23.

박주희 석사과정

이무영 단편소설에서의 반근대성 연구 : <도

전>, <제1과 제1장>, <어떤 아내>를 중심으

로

앞잘 박사수료
최인훈의 <가면고>와 <광장>에 나타난 타고

르의 <고라>의 수용양상

 ② 현대문학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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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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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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제이 전략

13 2017.03.17. 박주희 석사과정
최정희 <지맥> 연구 – 지식인 여성 주인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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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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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19 2017.09.22. 김정화 석사과정 황순원 단편소설의 모성 연구

20 2017.10.20. 전계성 박사과정
'무녀도'의 공간, 경주의 의미 재고 - 샤머

니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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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25 2018.3.16 김정화 석사과정 <이상의 '지도의 암실' 연구>

26 2018.4.27 배지연 신진연구인력

<‘국도’라는 우의적 공간과 1960년대 한국

의 주권 문제 – 최인훈의 ｢국도의 끝｣을 중

심으로>

27 2018.5.18 이지원 석사과정
｢동해｣와 ｢I WED A TOY BRIDE｣에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 -‘부부 놀이’를 중심으로-

28 2018.6.22 최근주 석사과정 김우진의 <난파> 메타희극으로 읽기

29 2018.7.27

배지연 신진연구인력

개인연구 진행상황 브리핑 및 2학기 연구계

획, 연구 방향에 관한 회의

전계성 박사과정

김정화 석사과정

이지원 석사과정

30 2018.8.24

전계성 박사과정

2018년도 1학기 연구성과 점검 및 2학기 연

구논문계획 관련

김정화 석사과정

이지원 석사과정

최근주 석사과정

31 2018.9.21. 배지연 신진연구인력 1960-70년대 문단 비평과 최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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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8.10.23 전계성 박사과정
김승옥 초기소설의 무화된 '자기세계'의 함

의

33 2018.11.27 조가유 박사과정 김사량의 <빛 속으로>에 나타난 행위의 영향

34 2018.12.11 김정화 석사과정 ｢종생기｣에 재현된 사랑의 의미 연구

35 2019.1.28 전계성 박사과정
김동리의 <솔거> 연작에 나타난 종교 횡단과 

그 의미

36 2019.2.25 이영욱 석사과정
김정한의 <인간단지>에 나타난 중간자 인물 

탐구

37 2019.3.26
김진수 석사과정

윤흥길 소설에 나타난 현실 참여의식의 수용 

양상 -서술전략을 중심으로-

조가유 박사과정 김사량의 <빛 속으로>에 나타난 수치심   

38 2019.4.23

김진수 석사과정
윤흥길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낙원?천사?> 

<산불>을 중심으로-

최근주 석사과정
식민지 르상티망과 개인적 탈식민화 -최인훈

의 <태풍>을 중심으로-

39 2019.5.28
조가유 박사과정 함세덕의 국민연극에 나타난 정서적 전략

김진수 석사과정 윤흥길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40 2019.6.25 이영욱 석사과정 박조열의 개인사적 문제와 분단에 대한 입장

41 2019.7.26 전계성 박사과정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기독교

42 2019.8.30 이영욱 석사과정
강석경의 <거미의 집>에 나타나는 상징과 의

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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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연 박사수료
한불-불한사전에서의 대응어와 문화 차이 처

리 방법에 대한 연구: 연구계획서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한청문감에 나타난 국어 음소의 기능부담량 

: 연구계획서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어문규범 연구사와 비판점에 대한 고찰 : 연

구계획서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말뭉치 용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2인칭 대명

사 ‘너’와 격조사의 결합 양상 연구

강현아 석사과정
말뭉치 용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2인칭 대명

사 ‘너’와 격조사의 결합 양상 연구

③ 국어학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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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04.27.

정성희 박사과정
북한 표준 발음에서 나타나는 ‘ㄹ’과 

‘ㄴ’의 음운·운율론적 분석 연구: 진행 

배은혜 석사과정
연결어미 ‘-거든’의 시대별 의미 기능 검

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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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석사 논문｢‘-었었-’의 의미적 기능 고찰｣ 
진행 과정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사극의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 계획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한국어 어휘 “개념”의 의미 변화 양상 검

토｣연구 계획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대구 방언 20대 화자의 성조 실현 연구｣ 계
획 발표

4 2016.05.25.

정해연 박사수료
｢한불-불한사전에서의 대응어와 문화 차이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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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연결망 연구｣ 계획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석사 논문｢‘-었었-’의 의미적 기능 고찰｣ 
진행 과정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음

향 음성학적 특성 비교대조 연구｣ 계획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어휘 “개념”의 사용 양상 검토-연어 관계

를 중심으로｣과정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핵심어 분석을 통한 국내 4대 일간지의 텍

스트 연구-세월호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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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urse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French and the Korean Press: What 

Do Words Say About a Same Event In 

Different Situational Context?｣ 진행 과정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의 의미

연결망 연구｣ 진행 과정 발표

이민주 석사과정
석사 논문｢‘-었었-’의 의미적 기능 고찰｣ 
진행 과정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음

향음성학적 특성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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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석사과정
｢명사 “개념”의 연어 관계를 통한 의미 변

화 연구｣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세월호 관련 보도에 나타난 신문의 내용 핵

심어 분석｣ 발표

6 2016.07.27.

김명주 박사수료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 표기와 그 음성 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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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분

석-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발표

7 2016.08.31.

서은영 박사수료 ｢감성 변환 요소의 유형과 기능｣
김명주 박사수료

‘한청문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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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어의 

유형과 특성｣ 수정 과정

김명주 박사수료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 표기와 그 

변화 양상’ 진행 상황 발표

제갈덕주 박사수료
‘명사 ‘책’의 형용사적 다면성에 관한 문

화어문학적 접근‘ 과정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 언어

의 의미 연결망 연구’ 진행 과정 발표

정해연 박사수료

‘Birdging the Cultural Gaps in 

French-Korean and Korean-French 

Dictionaries’ 진행 과정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석사 학위 논문 계획서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신어의 조어 방식 검토 계획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조사, 어미 층위 핵심어 분석의 가치’ 계

획 발표

이재섭 석사과정 보어 관련 연구 계획서 발표

9 2016.10.31.

이수진 박사수료
｢신어 형성의 음운론적 특성 연구｣ 최종 발

표

김명주 박사수료
‘『한청문감』에 나타나는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 투고 후 연구 진행 사항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 언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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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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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석사과정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문어 자료에서의 강조

어 ‘너무’에 대한 사용 양상 연구 계획 발

표

김세연 석사과정
‘파생과 합성의 경계에 대한 쟁점-신어 조

어 양상을 바탕으로’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조사, 어미 층위 핵심어 분석의 가치’ 발

표

이재섭 석사과정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논항 연구’ 선

행 연구 검토

10 2016.11.28.

제갈덕주 박사수료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

상 연구-복잡성을 중심으로｣ 발표

정해연 박사수료

｢Bridging the Cultural Gaps in 

French-Korean and Korean and French 

Dictionaries.｣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보조사 ‘조차, 마저, 까지’에 대한 통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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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서의 강

조어 ‘너무’에 대한 사용 양상 연구‘ 

김세연 석사과정
‘파생과 합성의 경계에 대한 쟁점-신어 조

어 양상을 바탕으로’ 발표

정성희 박사과정
‘북한어 어두 ㄹㄴ발음 분석 연구-표준발음

을 대상으로’

서은영 박사수료 논문 진행 현황 및 내용 발표

11 2016.12.20.

정성희 박사과정
｢북한 뉴스 방송의 어두 /ㄹ//ㄴ/ 발음 양상

에 대한 고찰｣ 발표

한송이 박사과정
｢경서 언해에 나타난 언해 양상과 표기상의 

특징｣ 발표

이지은 석사과정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문어 자료에서 강조

어 ‘너무’에 대한 사용 양상｣ 발표

서은영 박사수료
｢어패럴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표현의 

분류 체계 연구｣ 진행 상황 발표

이수진 박사수료

｢어휘의 사용 양상 변화와 사전 기술 방안에 

대한 연구-2007년 신어의 사용 주기 조사 결

과를 중심으로-｣진행 상황 발표

김예니 박사수료
12월 논문 진행 상황 발표(총 두 편 가운데 

하나, 2장 집필 중 둘, 논문 수정 중)

배은혜 석사과정
｢보조사 ‘조차, 마저, 까지’의 통시적 연

구｣ 진행 상황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강화 정도 부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진행 

상황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장르에 대한 황장적 접근: 텍스트 주관성에 

따른 언어 특성 연구- 상품평과 패션 잡지를 

대상으로｣ 진행 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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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섭 석사과정
｢보어를 요구하는 불완전동사의 논항 구조에 

대한 연구｣ 진행 과정 발표

12 2017.01.20.

서은영 박사수료

‘어패럴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표현 

연구: 의미특성, 극성, 속성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발표

김세연 석사과정

‘강화성 정도 부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몹시’, ‘퍽’, ‘썩’을 중심으로’ 발

표

김예니 박사수료
‘상호 언어의 특성 연구: 경북 칠곡군의 상

호를 중심으로’ 과정 발표

이수진 박사수료

‘어휘의 사용 양상 변화와 사전 기술 방안

에 대한 연구-2007년 신어의 사용 주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과정 발표

정해연 박사수료

‘Bridging the Cultural Gaps in 

French-Korean and Korean-French 

Dictionaries’과정 발표

배은혜 석사과정
‘보조사 ‘조차’, ‘마저’, ‘까지’의 

통시적 연구(가제)’ 과정 발표

강현아 석사과정

텍스트 생산자로서 언중의 역할에 주목한 감

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의 적용을 위한 

시도

김세연 석사과정 ｢강화성 정도 부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이재섭 석사과정

보어 구문의 논항 구조 분석을 통한 현대 국

어 '보어'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13 2017.02.21.

김명주 박사수료

‘ㆍ’비음운화 현상 및 15세기 국어의 원순

성 동화 및 원순모음화에 대한 연구사의 타

당성 검토

강현아 석사과정

｢장르에 대한 확장적 접근: 텍스트 주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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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7.04.24.

정해연 박사수료
｢Bridging Cultural Gaps in French-Korean 
Dictionaries｣

제갈덕주 박사수료
｢명사어 '옷'의 복합어에 내재된 복식문화에 

관한 어휘 의미론적 연구｣

16 2017.5.29

정성희 박사과정
｢키워드 분석을 통한 북한 뉴스 방송의 의미

연결망 연구｣
한송이 박사과정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구결 형태

를 통한 언해양상 비교｣

17 2017.06.26.

김명주 박사수료
｢원순모음화의 원인과 내적 재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이민주 박사과정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가제)｣
18 2017.07.21. 정해연 박사수료 ｢Learner knowledge of phrasal verbs｣
19 2017.08.28. 제갈덕주 박사수료

｢명사 ‘책’의 다면성에 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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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공기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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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

향적 접촉을 통한 음운현상 검토

21 2017.10.30.

정성희 박사과정
｢북한 어린이 동화에 나타나 문화적 근접성 

연구 -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강현아

김세연
석사과정

｢한국어 주관적 텍스트에 나타난 서술 헤지 

표현에 대한 연구 - 상품평 텍스트를 중심으

로｣

22 2017.11.27.

이민주 박사과정 ｢주관성 텍스트에 나타난 시상 표현 연구｣
이철희 박사과정 ｢포항지역어의 언어변화에 대한 연구｣
신원석 석사과정

｢평가 어휘의 평가 양상에 대한 연구 - 학술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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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덕주 박사수료
｢언어자료에 기반한 특수정책적 청년 문제 

연구｣
이재섭 석사과정

｢경상도 출신 서울 지역어 화자의 언어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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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성 측정을 통한 언어문화의 계량화 방법 연

구｣
26 2018.03.26.

참 석 자 

전원

당학기 전공집담회 발표자 선정 및 

운영 계획 회의

27 2018.04.28. 2018년 국어학 학술대회 대체

28 2018.06.04.

한송이 박사수료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언형 분석

이민주 박사과정
 상품평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29 2018.07.03. 이철희 박사과정
대구 지역어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30 2018.07.30. 배은혜 박사과정

근대국어 [나열], [수단/방법], [조건], [의

도] 종결어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방문류

(方文類) 한글 텍스트를 중심으로

31 2018.08.27.
참 석 자 

전원
연구활동 계획서 발표

32 2018.10.01. 이재섭 박사과정
서울 거주 경상도 출신 화자의 음운변이 연

구

33 2018.10.29.
참 석 자 

전원
연구활동 계획서 발표 및 향후 일정 논의

34 2018.12.03.
이민주 박사과정

 학술텍스트에 나타난 ‘-겠-‘과 ‘-을 

것’의 의미 기능 연구

배은혜 박사과정 대구지역 정착 실향민의 언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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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9.01.07.

이철희 박사과정 경북동해안 지역의 움라우트 현상

리오 박사과정
한국어와 인도네이아어의 단어형성에 나타나

는 비음 첨가 대조

36 2019.01.28.

한송이 박사수료
동북아지역의 인명·지명·관직명에 나타난 

외래어 표기 표준화 연구

신원석 석사과정
평가 어휘의 평가 양상에 대한 연구-학술 텍

스트를 중심으로

37 2019.02.25.
참 석 자 

전원

2018년 연구 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성과 

발표

38 2019.03.25.
참 석 자 

전원
2019년도 연구 활동 계획 발표

39 2019.04.22. 리오 박사과정

자바계, 순대계 인도네시아인 학습자의 한국

어 단모음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ㅗ/&/

ㅓ/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40 2019.05.27.

이재섭 박사과정
'자연 발화 속에 나타나는 음성 수렴'에 대

한 연구 계획 발표

강민지 석사과정
 '20세기 초 한국어 단모음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논문 요약 비평

41 2019.06.24.

이재섭 박사과정

'세대에 따른 지역방언 화자의 서울방언 습

득 양상 연구-경상방언 화자의 음운 변이를 

중심으로' 발표

김해은 석사과정
 '소신애(2010), 평안 방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요약

42 2019.07.22.

푸량 박사과정

인과관계 표현의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연구 

-‘-(으)ㄴ/는/Ø 바람에, -(으)ㄴ/는/Ø 통

에’를 중심으로

백미경 박사과정

보조동사 ‘말다’와 ‘버리다’의 의미 연

구 -‘-고 말다’, ‘-아/어 버리다’를 중

심으로-

43 2019.0826
참석자

전원

2019년도 1학기 연구 활동 계획 대비 성과 

공유회

(2) 연구논문 계획서 공모전 개최

 

  본 사업단은 2014년부터 연 1회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참여대학생들이 연구와 관련된 

여타 실행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연구 성과로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공모기

간 동안 접수된 연구 계획서를 대상으로 참여교수들의 심사(‘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 평가표’ 수합)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

고하였다. 사업기간 내 연구논문 계획서 공모전 개최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연구논문 계획서 공모전> 개최 실적(총 5회 시행)

  ① 2014년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 신청기간 : 2014년 4월 1일~ 4월 30일

    - 총 신청인원 :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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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공 이름 과정

지도

교수
제목 시상내용

1

국어학

이수진 박사 남길임

핵심어 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술 어휘에 

관한 연구

: 한국어문학, 역사학, 철학 분야를 중

심으로

상장 및

1인 상금 

20만원

2 정성희 석사 백두현
북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언어문화 연

구

3
고전

문학

최은주 박사 정우락
 ｢애일당구경첩｣을 통해 본 농암 이현보

의 문화활동

4 황명환 석사 정우락 響山詩에 나타난 山의 기능과 그 의미

5
현대

문학

김지혜
박사

수료
박현수

임화의 단편서사시와 계급적 가족의 탄

생

6 박현숙 석사 김주현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역행적 힘의 메커

니즘

    - 심사일자 : 2014년 5월 1일~ 5월13일  

    - 심사결과 : 석사과정/박사과정 우수 연구논문 계획서 각 3편 선정 

    - 수상자 명단 및 시상내역 

  ② 2015년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 신청기간 : 2015년 4월 6일~ 24일

    - 총 신청인원 : 16명

    - 심사일자 : 2015년 5월 5일  

    - 심사결과 : 석사과정/박사과정 우수 연구논문 계획서 각 3편 선정 

    - 수상자 명단 및 시상내역 

연

번
전공 이름 과정

지도

교수
제목 시상내용

1

국어학

김명주 박사 백두현
SNS 메신저 카카오톡 말뭉치에 반영된 

ㅆ 받침의 표기 문제

상장 및

1인 상금 

20만원

2 이민주 석사 남길임
어휘적 공기관계를 통한 ‘-었었-’의 의미 양

상 

3
고전

문학

김분청 박사 정우락  변계량의 불교관련시 연구

4 전설련 석사 정우락
金大洛 白下日記의 敍述方式과 作家意識 硏

究

5
현대

문학

이수은 박사 김재석
현철의 탈식민적 연극관 연구-중국에서의 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6 전계성 석사 김주현
김남천 초기 소설에 나타난 고발정신의 비정치

성-‘남편 그의 동지’, ‘물’을 중심으로

  ③ 2017년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 신청기간 : 2017년 10월 11일~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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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신청인원 : 19명

    - 심사일자 : 2017년 10월 18일  

    - 심사결과 : 석사과정/박사과정 우수 연구논문 계획서 6편 선정 

    - 수상자 명단 및 시상내역 

연

번
전공 이름 과정

지도

교수
제목 시상내용

1

국어학

김명주 박사 백두현 순음 자질과 수의적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상장 및

1인 상금 

20만원

2 정해연 박사 남길임
 비판 담화 분석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 

언론 보도 조사 – 영국 신문 대상으로

3 한송이 박사 이상규
조선 후기 논어언해 필사본에 나타난 구결 연

구

4 이재섭 석사 김덕호
지역 방언 화자의 복합적 언어 의식에 관한 연

구

5
고전

문학
황명환 박사 정우락

虛舟 李宗岳의 한시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그 

의미

6
현대

문학
전계성 박사 김주현

 <무녀도>의 생성 공간, 경주의 의미 재고 -개

작 과정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중심으

로-

  ④ 2018년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 신청기간 : 2018년 10월 25일~ 11월 8일

    - 총 신청인원 : 19명

    - 심사기간 : 2018년 11월 9일~12일  

    - 심사결과 : 석사과정/박사과정 우수 연구논문 계획서 10편 선정 

    - 수상자 명단 및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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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공 이름 과정

지도

교수
제목 시상내용

1

국어학

이철희 박사 김덕호 경북 동해안 지역의 움라우트 현상

상장 및

1인 상금 

20만원

2 이재섭 박사 김덕호
세대에 따른 서울방언 습득 경행의 주요 변인 

연구

3 푸량 석사 백두현 인과관계 관용 표현의 의미론적 분석 연구

4
쉬 샤 오

통
석사 이상규

<역경>과 <이언언해>에서 나온 한중 어휘 번역

에 대한 비교 연구

5

고전

문학

황명환 박사 정우락
송효재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ㅇ니식과 

그 의미

6 김동연 박사 최은숙
<화전가>에 나타난 대구지역 여성의 놀이 양상

과 의미

7 신소윤 석사 정우락
서산 김흥락 시에 나타난 사물인식 양상과 의

미

8

현대

문학

전계성 박사 김주현 김동리 소설의 젠더와 기독교

9 조가유 박사 김주현 김사량의 <빛 속으로>에 나타난 수치심

 

연

번
전공 이름 과정

지도

교수
제목 시상내용

1

국어학

한송이 박사 이상규 차용어의 음운분석을 통한 외래어 표기법 고찰

상장 및

1인 상금 

20만원

2 이철희 박사 김덕호
대구 지역어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사

회언어학적 연구

3

아 흐 마

드 리 오

데 시 아

르

박사 백두현
인도네시아 한국어 학습자의 단모음에 관한 실

험음성학적 연구

4 정희윤 석사 남길임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겠’과 ‘(으)ㄹ 

것’의 의미 기능 연구

5

고전

문학

황명환 박사 정우락 석주 이상룡 한시의 공간변화의 의미

6 전설련 박사 정우락 설화에 나타난 정인홍의 형상과 그 의미

7 김동연 박사 최은숙
길쌈 관련 가사에 나타나는 민요의 양상과 그 

의미

8 신소윤 석사 정우락 자암서당에서 이루어진 독서활동과 그 의미

9
현대

문학

전계성 박사 김주현 기독교 소재 김동리 소설의 다성적 작가의식 

10 김정화 석사 김주현
이상 소설 <종생기>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

구

  ⑤ 2019년도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 신청기간 : 2019년 5월 25일~ 6월 15일

    - 총 신청인원 : 20명

    - 심사기간 : 2019년 6월 17일~ 19일  

    - 심사결과 : 석사과정/박사과정 우수 연구논문 계획서 10편 선정 

    - 수상자 명단 및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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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영욱 석사 김주현 강석경 소설의 지역성 탐구

  이들 수상자들의 연구논문 계획서는 차년도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참여대학원생

들의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상자들은 자신의 연구계획에 대해 

재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보다 고취할 수 있으며, 다른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연구논문 계획서 

작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전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3) 우수 학술 논문상 시행

 

  본 사업단에서는 2014년부터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학술

논문상>을 수여하고, 관련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해당연도의 참여대학원생의 당해년도 학술지 게재 논문

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그 중 선정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였으며, 차년도 참여대

학원생 워크숍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향상 및 동기 부여의 기회로 활용하였

다.

   - 평가항목 및 배점: 

     주제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30점), 기존 성과 활용 및 학계에의 기여도(30점), 개념의 적절성 및   

     서술의 논리성(30점), 논문의 완성도(10점)

 

 ◇ 사업기간 내 <우수학술 논문상/우수 논문 성과급> 개최 실적(총 5회)

 

  ① 2014년 우수 학술 논문상

    - 수상일자: 2015년 2월

    - 시상내용: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별 1편 / 상장 및 상금 300,000원

    - 수상자 명단

연

번
이름 논문명/학술지(발행일)

1
이수진

김예니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한국사전학(20140531)

2 최은주
허주 이종악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 선비의 여가생활과 가치지향/어문론총

(20141231)

3 우수영 최명희 <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어문론총(20140930)

  ② 2015년 우수 학술 논문상

    - 수상일자: 2016년 2월

    - 시상내용: 국어학, 문학(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별 1편 / 상장 및 상금 300,000원

    -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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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이름 논문명/학술지(발행일)

1 김명주 20세기 전기 일본어 학습서의 일본어 한글 표기 연구/어문학(20150630)

2 최은주  愛日堂具慶帖을 통해 본 聾巖 李賢輔의 문화 활동/대동한문학(20151231)

  ③ 2016년 우수 학술 논문상

    - 수상일자: 2017년 2월

    - 시상내용: 국어학, 문학(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별 1편 / 상장 및 상금 300,000원

    - 수상자 명단

연

번
이름 논문명/학술지(발행일)

1 김명주 <한청문감>에 나타난 아래아 표기와 그 변화양상/한글(20161230)

2 아프잘칸
최인훈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인도 문화 브라흐마교의 사유에 근거하여/정신문

화연구(20160630)

  ④ 2017년 우수 학술 논문상 / 우수학술 논문 성과급

    - 수상일자: 2018년 2월

    - 시상내용: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별 1편 / 상장 및 상금 지급(성과별 차등지금)

    - 수상자 명단

연

번
이름 논문명/학술지(발행일) 상금

1 량짜오
<연행록>에 대한 한·중 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인문사회

21(20171030)
50만원

2 제갈덕주
복식어휘의 분류법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 ‘웃’ 포함 복합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20170830)
30만원

3 전계성 <윤회설>에 나타난 김동리의 현실 인식 연구/우리말글(20170731) 20만원

4 황명환
虛舟 李宗岳의 한시에 나타나 가문의식과 그 의미/2017년 제 2회 전국 대학원

생 학술포럼 자료집(20170825)
20만원

     

  ⑤ 2018년 우수 학술 논문상

    - 수상일자: 2019년 2월

    - 시상내용: 국어학, 문학(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별 1편 / 상장 및 상금(성과별 차등지급) 

    -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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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연구성과 우수인력 26인 장관표창

사업 11년만에 처음…SCI·SSCI 논문 등재 연구자 다수(2015.2.12.,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BK21 플러스 사업을 진행 중인 연세대 ‘인간중심 미래컴퓨팅 사업단’의 대

학원생 전요한씨와 경북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사업단’의 우수영 씨 등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

하면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26인이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2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BK21 플러스 우수연구인력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1999년 BK21 사업이 출범한 이래 참여인력들에게 시상한 것은 처음이다.

BK21 플러스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로 구성된 

사업단(팀)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 통해 매년 

과학기술분야 1만2880명, 인문사회분야 2040명 등 석박사급 창의인재 약 1만4900여명이 연구지원비를 받고

ㅊ있다.

이번 표창을 위해 총 545개 BK21 플러스 사업단으로부터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을 추천 받았다. 표창심

사위원회의는 추천된 총 61개 대학 319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인터넷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6

명이 선정됐다. <사이언스(Science)>지 논문을 발표한 김일남 씨 나 <네이처(Nautre)> 자매지인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등 SCI급이나 SSCI급 논문을 발표한 이들도 다수 포함됐다.

시상식 자리에서 전요한(과기응용-공학 분야) 씨는 “언어연수, 교환학생 등 해외에서 공부를 한번도 해보

지 않은 순수 국내파 학생”이라며 “박사과정동안 BK21 플러스 지원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쌓았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구글 본사에 취업하게 됐다. 국내 박사로서도 해당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선

연

번
이름 논문명/학술지(발행일) 상금

1 전계성
｢무녀도｣의 창작의도와 실제 결과의 간극-기독교의 우발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영남학(20180330)
100만원

2 황명환 부강정 관련 한시에 나타난 공간감성과 지역적 특징/인문사회21(20181231) 70만원

3 이철희
대구 지역어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배달말

(20181231)
70만원

 

  2014년에 게재된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수 학술논문상은 사업단의 목표인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습동기 및 연구

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우수 학술논문상 수상자들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2014년 우수 학술논문상 수상자인 참여대학원생 우수영은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BK21플러스 우수

인력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표창은 1999년 BK21사업 출범 이래 참여인력에 대한 첫 번째 시상으로 교육부와 한구연구재단이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발전가능성 높은 인재

들을 발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총 545개 사업단으로부터 추천받은 대학원

생,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표창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터넷 공개검증 등을 거쳐 수상자 26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중 본 사업단 참여인력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사업단 참여인력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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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고, 해외 석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수영(인문사회 분야) 씨 역시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연구주제가 확장되고 인근 학문과 융합, 

발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풀뿌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한 개인이 연구자로서 성장하는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BK21 플러스 사

업의 진정한 목표”라며 “젊고 역량 있는 연구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교육부의 소임으로 여기고 있

으니,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

다.

아래는 표창 수여자 명단.

△임안숙 씨(서울대 지구환경과학사업단) △서순범 씨(성균관대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 △하태

갑 씨(부산대 수리과학 고급인력 양성사업단) △조윤주 씨(경북대 미래지향 화학소재사업단) △전요한 씨

(연세대 인간중심 미래컴퓨팅 사업단) △김일남 씨(포스텍 환경에너지기후 시스템연구 사업팀) △김승일 

씨(서울대 작물 유전체 육종 연구팀) △이찬규 씨(서울대 창의적 글로벌 약학연구자 양성 사업단) △조용

주 씨(단국대 유기 광전자 기능소재 인력양성팀) △박명진 씨(충북대 BK21충북정보기술사업단) △Girdhari 

Chaudhary씨(전북대 HOPE-IT 인력양성사업단) △이승재 씨(부산대 첨단 기계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단) △

이종길 씨(경북대 의생명융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단) △박기훈 씨(영남대 혈청 바이오메디칼 연구 및 전

문인재 육성 사업팀) △고혜정 씨(서울대 미래교육디자인 연구사업단) △김기호 씨(중앙대 탈 자기중심적 

사회문제 중재심리전문가 양성사업팀) △정유경 씨(연세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지식 정보서비스 사업팀) 

△한석원 씨(충북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융합형 심리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우수영씨(경북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양성사업단) △최민섭 씨(성균관대 미래 나노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단) △손민성 

씨(고려대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김정현 씨(부산대 에너지·자원개발용 조선해양플랜

트 미래기술인력 양성사업단) △신혜영 씨(KAIST 지속가능한 에너지과학 공학 사업단) △은경태 씨(서울과

기대 창조가치선도를 위한 과학기술·문화컨텐츠 기반 컨버전스형 심화교육 시스템 사업단) △비벡 라즈스

레스터 씨(광운대 나노구조물 기반 LED 소자/모듈을 이용한 홀로그램 응용 연구 핵심인력 양성 사업단) △

나누리 씨(KAIST 디자인 3.0 사업단) 

3)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및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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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원생들

의 국제 감각을 익히고 관련 해외 연구성과들을 직접 접하여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연구 역량 및 

동기 부여에 일조하였다. 사업기간 내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관련하여 경비를 지원한 사항은 다음과 같

다.

 

 ◇ 사업기간 내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 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41건 중에서 해외 현지 진행 국제학술대회 발표 건수: 총 31건

   -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5장 교육의 국제화 전략 내용(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참조

 

 ◇ 사업기간 내 <국제학술대회 발표 경비(참가비, 항공료, 체재료 일부) 지원> 실적(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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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은영,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홍콩, 2014.

   - 이수진,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홍콩, 2014.

   - 김명주,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미국, 2014. 

   - 김예니,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미국, 2014.

   - 이수진,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미국, 2014. 

   - 정해연,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LEX, 홍콩, 2015. 

   - 이수진,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09.05.-2016.09.11.

   - 정해연,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09.05.-2016.09.11.

   - 정해연, BAAL Vocabulary SIG 2016, 영국, 2016.07.07.-2016.07.08.

   - 량짜오, 中國文學地理學會國際學術硏討會, 중국, 2017.07.21.-2017.07.23.

   - 강현아,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영국, 2017.07.24.-2017.07.28.

   - 김세연,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영국, 2017.07.24.-2017.07.28.

   - 정해연,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영국, 2017.07.24.-2017.07.28.

   - 이민주,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슬로베니아, 2018.07.14.-2018.07.23.

   - 신원석,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슬로베니아, 2018.07.14.-2018.07.23. 

   - 한송이,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슬로베니아, 2018.07.14.-2018.07.23. 

   - 이민주, Multilingual Education in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2018, 리비아,               

      2018.08.28.-2018.09.03.

   - 배은혜, Multilingual Education in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2018, 리비아,               

      2018.08.28.-2018.09.03.

   - 한송이, Multilingual Education in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2018, 리비아,               

      2018.08.28.-2018.09.03.

   - 아흐마드리오데시아르, Asialex 2019, 터키, 2019.06.17.-2019.06.23.

   - 스리와흐유닝시, Asialex 2019, 터키, 2019.06.17.-2019.06.23.

   - 정희윤,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영국, 2019.07.21.-2019.07.31.

   - 김해은,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영국, 2019.07.21.-2019.07.31.

   - 전설련,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08.09.-2019.08.13. 

   - 김동연,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08.09.-2019.08.13. 

   - 김소연,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08.09.-2019.08.13.  

   - 신소윤,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08.09.-2019.08.13. 

.  

  ②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본 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학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사업기간 내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총 5건)

   -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5장 교육의 국제화 전략 내용(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참조

 (2) 외국어 논문 번역 지원과 교정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소속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논문지원센터(IWC)와 영어 글쓰기 센터의 지원을 받아 참

여대학원생들의 외국어 논문 번역 및 교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연구방법에서 최근 국제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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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분석해야 하는 국어학의 경우, 외국어 논문 번역 사업에 도움을 받아 국제학술대회 학술발표 및 

단기연수 사례가 증가하였다.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단기연수 등 국제화 활동과 관련된 

세부 실적은 본 보고서 5장 교육의 국제화 전략 내용 참조.

 (3)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였다. 본 사업단은 해외연수 선발 공고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평가위원회에

서 선발기준(성적, 연수계획서, 전공 및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연수 결과의 파급력)에 따라 연수자를 선

발하였다. 이후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에 의거하여 단기해외연수(15일 이내)와 장기해외연수(15일 

이상 1달 미만)를 지원하였다. 사업기간 내 해외연수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장∙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 실적(총 62건) 

   - 장‧ 단기 해외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5장 교육의 국제화 전략 내용 참조

 

  ① 단기 해외연수(총 14회, 56건)

   - 1차: 중국 곡부사범대학 단기연수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2013.12.14.-2013.12.17. 

          (참여대학원생 8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 2차: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단기연수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연수’, 2014.08.05.-2014.08.09.  

          (참여대학원생 4명, 참여교수 1명)

   - 3차: 중국 하북대학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 2014.10.23.-2014.10.27. 

          (참여대학원생 6명, 참여교수 1명)

   - 4차: 미국 하와이대학 단기연수 ‘한미 한국어문학 연구 동향과 전망’, 2014.11.04.-2014.11.09.  

          (참여대학원생 3명, 참여교수 1명)

   - 5차:  일본 덴리대학, ‘일본 칸사이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연수’, 2015.06.14.-2015.06.19.  

          (참여대학원생 4명, 참여교수 1명)

   - 6차:  중국 하북대학,  ‘한중 문화, 어문학, 역사의 이해와 교류 연수’, 2015.12.11.-2015.12.15. 

           (참여대학원생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 7차: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단기연수,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2016.02.17.-2016.02.21.  

          (참여대학원생 6명, 참여교수 1명)

   - 8차: 중국 남통대 단기연수 ‘근대전환기 중국 망명 작가의 현황과 작품 연수’, 2016.07.09.-2016.07.14.  

          (참여대학원생 2명, 참여교수 1명)

   - 9차: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고려인의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학술 강연 및 현장 조사 연수’,  

          2016.08.11.-2016.08.16. (참여대학원생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 10차: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말뭉치언어학 섬머 스쿨 ( Lancaster Summer Schools in Corpus Linguistics  

           and other Digital methods ), 2017.06.27.-2017.06.30. (참여대학원생 1명)

   - 11차: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단기연수 ‘이집트의 문화어문학 및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2018.01.03.-2018.01.08. (참여대학원생 2명, 참여교수 1명)

   - 12차: 중국 영파대학교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단기연수’, 2018.01.18.-2018.01.21. 

           (참여대학원생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 13차: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말뭉치언어학 섬머 스쿨(Statistics and Data Visualisation for Corpus      

           Linguistics), 2018.06.25.-2018.06.28. (참여대학원생 1명, 신진연구인력 1명)

   - 14차: 중국 광주대학 단기연수 ‘문학지리학 연구방법 및 중국 영남문화 연구’, 2019.01.21.-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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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원생 4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② 장기 해외연수(총 2회, 6건)

   - 1차: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Lecture & Seminar  

          Training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Humanities           

          Studies’, 2017.01.23.-2017.02.07. (참여대학원생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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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을 필두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후 아시아 지역 외에 러시

아,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 소재의 기관에서 연수를 시행하여 연수 국가의 다양화를 시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연수의 경험이 참여대학원생들의 해외 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의 성과로 이어졌

으며, 이러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의 경험이 축적된 참여대학원생들은 논문게재의 성과나 졸업 이후 대학

(량짜오, 정해연, 이수진, 서은영 등)이나 국립국어원 등 국책연구기관(김명주, 한송이, 이민주 등)의 

취업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단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해외연수 및 각종 프로그램 국제화 활동은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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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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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 게재년월)
저자수

1
｢1920년대 초기 『每日申報』의 근대시 게재 양상과 의미｣, 한국시학연구, 23, 

2008.12. 
1

2 ｢김소월 ｢시혼｣의 理氣論的 고찰｣, 어문론총, 52, 2010.6. 1

3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재고  -잡지 개벽을 중심으로-｣, 어문학

, 110, 2010.12. 1

4 ｢김소월 ｢詩魂｣의 반(反)시론적 성격 연구｣, 국어국문학, 159, 2011.12. 1

5 ｢1910년대 [학지광] 소재 문예론 연구｣, 한국민족문화, 45, 2012.11. 1

6 ｢1920년대 내재율 개념의 수용과 정착 과정 연구｣, 어문학, 120, 2013.6. 1

7
｢한국 근대시의 경계 넘어서기와 정치적 상징의 형성-3.1운동 전후 주요한 시를 중심

으로｣, 배달말, 52, 2013.6. 1

8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시인들의 조선(朝鮮)   표상 연구｣, 어문론총, 58, 2013.6. 1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그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

력해왔다. 먼저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최근 2년간 3

명의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했을 뿐 아니라, 매년 엄격한 기준의 연례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건비 

및 성과급을 비롯하여 논문 게재료, 학술대회 및 해외연수 참가비용 등 각종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엄격한 선발 기준 마련

 

  본 사업단은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엄격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신진연구

인력을 선발해왔다. 본 사업단의 선발기준(최근 3년간 연구실적, 대표저서의 질적 우수성, 전국단위의 

공개채용 형식)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총 8명의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하였다. 재선정평가 당시 본 사업단

에서는 신진연구인력 2명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명을 충원하여 총 3명의 신진연구인력 확보

를 계획하였다. 2016년 9월에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1명)을 선발함으로써 재선정 평가 계획서의 목

표를 달성하였다.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7년 2월(2017년 3월 임용)에 신진연구인력

(계약교수 1명, 박사후연구원 1명)을 선발했으며, 2019년 8월 31일 현재 3명의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1

명, 박사후연구원 2명)이 재직하고 있다.

 ◇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8건)

 (1) 계약교수 권유성 (2013.10.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8편

 (2) 계약교수 박지애(2013.10.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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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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연구를 중심으

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8집, 2012.03.
1

3
‘해방기 ‘민족’이라는 기호의 변화양상과 그 의미-임화의 ‘민족’, ‘민족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5집, 2013.12.
1

4
‘최인훈 소설의 정치적 지향과 그 기원으로서 서구 근대사상-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칸트(Kant)적 사유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6집 1호, 2015.06.
1

5
‘최인훈 소설의 발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메타모르포시스’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9집, 2016.06.
1

일련 논문사항 저자수

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 게재년월)
저자수

1 ｢매체에 따른 <배따라기>의 변모 양상과 특징｣, 한국민요학, 24권, 2008.12. 1

2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라디오 방송 현황과 특징｣, 어문학, 103, 2009.3. 1

3
｢20세기 전반기 라디오방송을 통한 십이가사의 소통과 향유 잡가와의 비교를 중심

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43, 2013.6. 1

 (3) 계약교수 홍미주(2013.10.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저서 1권

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 게재년월)
저자수

1
공저 삶을 위한 화법, 정림사,  

isbn: 9788960640511, 2013.3.6.
7

   - 기타 경력 및 활동

    ① 한국어문화원 연구원(2011~2013)

    ② 국립국어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사(2012.09.~)

 (4) 박사후연구원 배지연 (2016.09.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미만,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5편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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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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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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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 게재년월)

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생활용어 추출과 기술-미등재어추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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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학” 39, 2012. 4

4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문의 추출-국어국문학 학술논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 60호, 2014.
2

5
‘현대 한국어 [+사람] 신어의 사회․문화적 의미-2012, 2013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5호, 2015.
3

6
‘Distribution and Semantic Functions on Korean Extended Lexical Units’, “담

화와 인지” 22권 3호, 2015.
1

7 ‘한국어 확장된 어휘 단위의 층위 연구’, “어문연구” 87, 2016. 1

8
‘A morpheme-based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Korean: an interface between 

corpus-driven approach and lexicography’, “Lexicography” Vol. 3, 2016.
3

일련

번호

서지사항

(서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저자수

1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 14

  

   

   - 기타 경력 및 활동

    ①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 2건(2015.01.01~2016.12.31.)

      :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2016.07.(저자수 4)

      :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XⅦ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6. 09.(저자수 4)

    ② 연구과제 참여 실적 14건(2012.01.01.-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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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 게재년월)
저자수

1
‘퇴계 이황의 무이도가 수용의식과 구곡시 창작의 의미’, “동남어문논집” 36집, 

2013.11.
1

2
‘채헌의 <석문정구곡도가>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문론총”, 60호, 

2014.06.
1

3
‘오대어부가구곡에 나타난 오대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시조학논총” 41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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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우리

말글” 71집, 2016.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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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한국어자료구축을위한전문용어역사대분야10,000항목구축, 한기문, 국립국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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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단위핵심도분석을통한학술핵심구문의추출-문.사.철인문분야학술지를중심으로-, 남길임, 한국

연구재단, 2013. 5. 1.~2014. 4. 30.

8 2013년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관련어정비구축, 임지룡, 국립국어원, 2013. 5. 6.~2013. 12. 20.

9
2013년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신어조사및생활용어구축, 남길임,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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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2014. 9. 1. ~

현재

 (6) 박사후연구원 조유영 (2017.03.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미만,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7편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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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교수 조유영 (2019.03.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1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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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 게재년월)
저자수

1
‘퇴계 이황의 무이도가 수용의식과 구곡시 창작의 의미’, “동남어문논집” 36

집, 2013.11.
1

2
‘채헌의 <석문정구곡도가>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문론총”, 6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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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우

리말글” 71집, 2016.12.
1

8 채헌의 구곡시가 창작의 보편성과 특수성, 우리말글 75집, 2017.12.31. 1

9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타난 도통 구현 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103

집, 2017.12.31..
1

10
대구십영(大丘十詠)에 나타난 대구의 시적형상과 그 지역 문학적 의미, 어문론총 

77호, 2018. 9.30.
1

11
趙榥의 「箕裘謠」에 나타난 道統 구현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50집, 

2019.1.31.
1

일련

번호

논문사항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 게재년월)
저자수

1
「문어 텍스트의 장르별 주어의 실현 양상」,『한민족어문학』, 72호, 

  2016년 4월 
1

2 「‘-면’조건문의 유형과 시제」,『언어』, 43-2호, 2018년 6월
2

(제1저자)

   - 기타 경력 및 활동

일련

번호

연구과제 참여 사항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지원기관, 참여기간)

1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 백두현, 한국연구재단, 

2017.3.1.~2019.2.28. 박사후연수연구원

 (8) 박사후 연수원 김수정 (2019.03.01.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미만, 교육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 선발 당시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편 게재

   - 기타 경력 및 활동

    ①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연구원(2016.04.01.~2018.03.31.)

      : 다문화 관련 연구 사업 기획 및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2)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연례 평가체제 구축

 

  본 사업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연례 평가 체제를 구축했다. 사업단

과 유관한 주제의 학술논문을 연간 1편 이상 발표하거나 그와 대등한 연구 성과를 산출해야 하며, 교육 

및 기타 사업단의 업무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재임용과정에 반영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매년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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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평가를 시행하며, 이는 성과급 지급과 연계된다. 사업기간 연례 평가 시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진연구인력 연례평가> 실적 (15건) 

 

 (1) 2013년도 연례평가(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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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연례평가(20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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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년도 연례평가(2016.02)

   - 박지애: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3편, 저서(공동) 1편, 해외연수 및 국내 현장학습 인솔, 국제학술  

             대회 성료,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 홍미주: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2편(사업단 주제 유관),저서(공동) 1편, 해외현장조사 참여, 국내  

             현장학습 인솔, 국제학술대회 성료,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4) 2016년도 연례평가(2017.02)

   - 박지애: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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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년도 연례평가(2018.02)

   - 최준: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제학술대회 성료, 기타 초청 특강 및 사  

           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 조유영: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2편, 공동저서 1편(사업단 학술총서), 국제학술대회 성료, 기타 초  

             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 배지연: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 저서 1편(대구 지역 인문학 관련 대중서), 국제학술대회 성   

             료,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6) 2018년도 연례평가(2019.02)

   - 최준: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제학술대회 성료, 기타 초청 특강 및 사  

           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 조유영: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2편, 공동저서 1편(사업단 학술총서), 국제학술대회 성료, 기타 초  

             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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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지연: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1편, 저서 1편(대구 지역 인문학 관련 대중서), 국제학술대회 성   

             료, 기타 초청 특강 및 사업단 행사 기획 및 진행

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실적

 

1)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성과급 지원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기반 안정화를 위해 월 2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한편, 법정부담

금을 지급하고 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성

과에 따라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성과급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단 운영내규에 따른 평가기준(사

업단 기여도, 학술저서 및 논문 게재 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사업기간 내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지원> 실적 

   (연간 1회, 총 13건, 연구 실적 및 사업단 업무에 따라 차등 지급)

   - 2014년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2015.02.20.): 박지애, 홍미주, 

   - 2015년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2016.02.20.): 박지애, 홍미주, 

   - 2016년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2017.02.20.): 박지애, 홍미주, 배지연

   - 2017년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2018.02.21.): 최준, 조유영, 배지연

   - 2018년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2019.02.21.): 최준, 조유영, 배지연

2)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 공간 제공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 신진연구인력의 안정된 연구 활동과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공간을 확보하

여 제공하였으며, 연구 공간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신진연구인력 연구 공간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303-2호(2014.10.01. ~2019.08.20.)

                            / 인문한국진흥관 407호, 408호(2019.08.2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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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전 지원으로는 연구 공간 및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여 학술활동 수행을 돕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대회 발

표 및 참가 관련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공동연구 및 연수 관련 비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학술지원을 

통해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였다.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실적(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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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애, 한국민요학회 제30차 전국학술대회 참석(서울, 2014.01.16.)

   - 박지애, 홍미주,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 참석(전남대학교, 2014.06.20.)

   - 박지애, 홍미주,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 학술대회 참석(전남대학교, 2014.09.26.)

   - 홍미주, 대구 경북 언어 연구 학술세미나 참석 및 발표(영남대학교, 2014.11.11.)

   - 홍미주, 2015년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참석(서울, 2015.04.11.) 

   - 홍미주, 제1회 BK21포럼 참석(대전 우송대학교, 2014.05.21.)

   - 홍미주, The 5th World Congress on Engineering and Technology 참석(중국, 2015.10.21.-25)

   - 배지연. 제1회 대학원생 학술포럼 참석(전남대학교, 2016.09.30.)

   - 배지연, 2017년 한국현대문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서울대학교, 2017.06.10.)

   - 최준,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발표 (영국 버밍엄대학교, 2017.07.24.-  

     2017. 07.28.)

   - 조유영, 2017년 동양한문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신라대학교, 2017.08.19.)

   - 배지연. 제2회 대학원생 학술포럼 참석(고려대학교, 2017.08.25.)

   - 조유영, 2017년 한국언어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제주대학교, 2017.11.02.)

   - 조유영,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 학술대회 참석(전남대학교, 2018.05.25.)

   - 배지연, 2018년 한국현대문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한국외국어대학교, 2018.08.18.)

   - 배지연, 2019년 한국비교문학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세종대학교, 2019.06.08.)

   - 조유영 외, 鹤菴申圣燮的<卧龙山九曲歌>所反映的空间形象与其文化意蕴’, 중국문학지리학회 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08.09.-2019.08.13.) 

   - 배지연. 제4회 대학원생 학술포럼 참석(연세대학교, 2019.08.21.)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해외 공동연구 및 연수 지원> 실적(총 7건)

  

   - 박지애, 중국 곡부사범대학 단기연수(2013.12.14.-2013.12.17.)

   - 박지애, 중국 하북대학교 문화원 단기연수(2015.12.11.-12.15.)

   - 박지애,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단기연수(2016.08.11.-2016.08.16.)

   - 배지연,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장기연수(2017.01.23.-2017.02.07.)

   - 최준, 영국 랭카스터 대학교 말뭉치 언어학 섬머스쿨(2018.6.21.~6.30)

   - 조유영,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 연수(2018.01.18.-2018.01.21.)

   - 조유영, 중국 광주대학교 단기 연수(2019.01.20.-2019.01.23.)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논문 게재료 지원> 실적(총 22건) 

 

   - 박지애, 사례를 통해 본 여성민요의 소통과 전승현장-고령군, 경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학회, 2014.06.

   - 홍미주, 어두경음화의 실현양상과 언어태도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22-1, 한국사회언어학회,     

      2014.04.

   - 홍미주,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2014.12.  

     (총저자 2)

   - 홍미주, 식품 상품명의 언어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의미, 언어과학연구 72, 언어과학회, 2015.03.   

     (총 저자 2)

   - 박지애, 영남지역 서사형 시집살이노래의 통시적 변화와 특징-중이 된 며느리 유형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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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요학 43, 한국민요학회, 2014.04.

   - 홍미주, 체언 어간말 ㅊ,ㅌ의 변이 양상 연구-서울 방언과 경상 방언을 반영하는 문헌을 대상으로,  

     어문론총 54,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06.

   - 박지애, 대도시 인근 농촌 경계지역의 민요소통과 전승-경북 칠곡군을 중심으로, 한국민요 44, 한  

     국민요학회, 2015.08.

   - 박지애, 유성기 음반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향유된 시조의 양상과 특징, 시조학논총 44, 한국시조학  

     회, 2016.01.

   - 박지애, ‘중국 설화의 수용과 문학적 상상력-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05.

   - 홍미주, ‘노년층과 청년층의 방언 차이에 대한 연구-경북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영남학” 31, 2016.12.

   - 배지연,‘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일제강점의 기억과 풍속 재현의 글쓰기’, “우리말글” 71,       

      2016.12.

   - 배지연, ‘최인훈 초기 소설에 나타난 근대의 양가성-<그레이구락부 전말기>와 <라울전>의 기독교  

     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52, 한국현대문학회, 2017.08.

   - 조유영,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타난 道統구현 양상과 그 의미-<黃南別曲>과 <黃山別曲>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17.12.

   - 조유영, ‘채헌의 구곡시가 창작의 보편성과 특수성 - 시적 대상의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말   

     글”75, 우리말글학회, 2017.12.

   - 최준, 웹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신어의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2018.05.(주저자/ 총저자 3)

   - 최준, 교육용 과학언어 연구를 위한 범용 자료로서 과학교과서 말뭉치 K-STeC(Korean Science      

      Textbook Corpus) 구축,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8, 한국과학교육학회,2018.08.(공동저자/ 총저자 7)

   - 배지연, ‘1960~70년대 문학장과 최인훈-1970년대 전후 사상계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  

     대문학연구”56, 한국현대문학회, 2018.12.

   - 조유영, ‘대구십영(大丘十詠)에 나타난 대구의 시적형상과 그 지역 문학적 의미’, “어문론      

     총”7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12.

   - 조유영, 趙榥의 「箕裘謠」에 나타난 道統 구현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50, 2019.01.

   - 배지연,‘신식민지의 어떤 풍경-최인훈의 ｢국도의 끝｣에 나타난 공간 표상과 그 의미-’, “국어국  

     문학”186, 국어국문학회, 2019.03.

   - 조유영, 영남지역 구곡원림의 유형에 따른 시적 형상화 양상과 그 지역문화적 특징, 어문학 143,   

     어문학회, 2019.03.

   - 김수정, 접속 영역에 따른 배경 접속문의 유형과 특성, 언어학 84, (사)한국언어학회,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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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해왔다. 사업단 초기부터 진행해온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부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은 

문화어문학 관련 이론 개발 및 연구가 활기차게 진행되어 왔다. 이 부분의 책임교수인 정우락 교수와 신

진연구인력 박지애, 조유영은 전공분야인 고전문학에서의 문화어문학의 방법론적 탐색을 해왔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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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18년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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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

2) 전공별 집담회를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본 사업단은 전공별로 월 1회 전공별 집담회를 개최하여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의 학문적 소통의 장

을 마련해왔다. 참여대학원생들이 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 과정을 거쳐 한 편의 

연구논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별 집담회는 1차년도를 제외하고 각 전공별로 월 1회 진행

되었으며, 신진연구인력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및 학술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담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였다.  

 전공별 집담회에서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연구논문 계획서) 작성, 토론 및 질의 

방법과 같은 연구의 기본부터 교육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들이 학술연구의 기본기를 익히게 하였고, 참여

대학원생이 각자의 논문을 집담회에서 발표하고 토론을 거쳐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위논문 발표 및 등

재학술지 게재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전공별 집담회 진행> 실적

    (전공별 연간 12회, 6년간 총 216회 진행)

    :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4.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실적 참조

   - 1차년도: 전공별 4회, 총 12회

   - 2차년도: 전공별 12회, 총 36회

   - 3차년도: 전공별 12회, 총 36회

   - 4차년도: 전공별 12회, 총 36회

   - 5차년도: 전공별 12회, 총 36회

   - 6차년도: 전공별 12회, 총 36회

   - 7차년도 전반기: 전공별 8회, 총 24회

3)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수행

  지역 어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인력이 함께 하는 현장조사 및 현장학습을 활발히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진연구인력은 각종 현장조사 및 현장학습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최근 2년

간 신진연구인력의 현장조사 수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현장조사 수행> 실적(총 13건),

   -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4.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실적(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조  

 (1) 1차년도: 총 3건

   - 홍미주: 경북 칠곡의 언어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1 

   - 홍미주: 경북 칠곡의 언어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2 

   - 박지애: “소통과 협업의 인문학 캠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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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년도: 총 2건

   - 박지애: 청량산권(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 홍미주: 청량산권(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3) 3차년도: 총 1건

   - 박지애: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

 (4) 4차년도: 총 2건

   - 홍미주: 경북 현풍 지역 현장조사(학부생+대학원생 공동조사)

   - 박지애: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1

   - 홍미주: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1

 (5) 5차년도: 총 4건

   - 배지연: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2

   - 배지연: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2

   - 조유영: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2

   - 최준: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2

 (6) 7차년도 전반기: 총 2건

   - 조유영: 경북 경주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

   - 김수정: 경북 경주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

4)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 단‧장기 해외연수 참여

  문화어문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한국어문학의 국제적 확산을 추구하는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인력이 참

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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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함으로

써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단의 국제화 활동의 통로를 모색하였다.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수 

참여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해외 장‧단기 연수 참여> 실적 (총 7건)

  :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4.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실적(해외 장‧단기연수 운영 실적) 및   

    5. 교육의 국제화 전략(해외 장‧단기연수 실적) 참조 

 (1) 1차년도: 1건

   - 박지애: 중국 곡부사범대학 단기연수,2013.12.14.-2013.12.17.

 

 (2) 3차년도: 1건

   - 박지애: 중국 하북대학 단기연수, 2015.12.11.-2015.12.15.

   

 (3) 4차년도: 2건

   - 박지애: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단기연수, 2016.08.11.-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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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지연: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2017.01.23.-2017.02.07. 

 (4) 5차년도:1건

   - 조유영: 중국 영파대학교 단기연수, 2018.01.18.-2018.01.21.

 (5) 6차년도: 2건

   - 최준: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말뭉치언어학 섬머스쿨, 2018.06.25.-2018.06.28.

   - 조유영: 중국 광주대학 단기연수, 2019.01.21.-2019.01.22

 

5)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및 연구 수행

 

  본 사업단에서는 각 분과별로 참여인력이 상호 협력하는 공동연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공동연구가 활발한 국어학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이 진행되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신진연구

인력의 역할 또한 컸다. 사업기간 내 진행된 신진연구인력의 공동사업 수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① 박지애: ‘가야산 선비 산수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사업(2014.02.~2017.07)에 참여교수 정우

락과 함께 가야산 선비 산수길 조성을 위한 문화자원을 정리하고, 선비 산수길 조성에 활용 가능한 자원

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② 홍미주: ‘2017년 신어 조사’ 연구 용역 사업(2017.03.-2017.11.)에 참여하여 참여교수 남길임, 참

여대학원생들과 함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신어와 생활용어를 조사하여 사전에 등재할 수 

있도록 언어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참여교수 백두현과 함께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라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참여대학원생 위원징과 함께 ‘중국인 학

습자의 청취 발음 오류 분석을 위한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 교육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③ 최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사업(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에 참여교수 남길임, 참여대학원생(서은영 등 4인)과 함께 과학교과서의 언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언어 형식 패턴을 활용하여 전문용어 후보 목록을 추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 신어 조사’ 연구 용역 사업(2017.03.-2017.11.)에 참여하여 참여교수 남길임, 참여대학원생들

과 함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신어와 생활용어를 조사하여 사전에 등재할 수 있도록 언어자

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연구결과보고서로 간행되었으며, 참

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논문으로 등재학술지에 발표․게재되었다.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참여인력 공동 사업> 실적(총 5건)

   - 홍미주(신진연구인력) 위원징,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 발음 오류 분석을 위한 한국어 평음 경음 격  

     음 교육방안>, <<한국어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3.12.

   - 박지애 정우락, <가야산 선비 산수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보고서>, 경북대 산학협력단,      

     2015.01.

   - 홍미주 백두현,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 <<방언학>>20, 한국방언학회,  

     2014.12

   - Jun Choi, Hyun-ju Song, Hae-Yun Jung, and Kilim Nam.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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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2016.07.

   - Jun Choi, Hae-Yun Jung, Hyeonah Kang and Seiyeon Kim, ‘Report on the Automatic Extraction   

     of Korean Scientific Phrasal Term Candidates, wi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2017.07.

   - 남길임, 이수진, 최준,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29호, 2017.05.

6) 사업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1) 총서1: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15.08.

 본 사업단에서는 아젠다와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총서를 발간해왔다. 첫 번째 사업단 총서인 <문화어문

학이란 무엇인가>은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개별논문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저서는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되는 등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 총서2: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015.08.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은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인 박지애, 홍미주가 간행에 참여한 사업단

의 두 번째 총서로, ‘문화어문학’과 ‘지역어문학’이라는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박지애는 이 저서에 ｢영남지역 시

집살이노래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를 실어, 영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시집살이노래의 지역문학적 성격과 

아울러 문화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홍미주는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

로운 모델 연구」라는 글을 실어, 지역에서 간행되고 있는 지방지가 해당 지역의 언어문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3) 총서3: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02.

 2018년 2월에는 신진연구인력 박지애, 조유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단 학술총서 3권에 해당하는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을 간행하였다.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

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여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로서, 고전 문헌의 문화론적 독법을 

고민하는 한편,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전문학의 현장과 문화적 전통을 분석하였다.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간행에 신진연구인력인 박지애, 조유영이 중심이 되어 참여교수(정우락, 최은숙)와 참여대

학원생(최은주, 김분청, 량짜오, 황명환)과이 협업하였고, 이런 점에서 사업단의 대표성과로 평가받는다. 

 (4) 총서4: 대구 공간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9.06.

 이러한 사업단 학술총서 간행의 연속선상에서 2018년 네 번째 학술총서인 <대구 공간과 문화어문학>이 

집필에 들어가서 2019년 6월에 발간되었다. 이번 총서에는 신진연구인력 조유영이 참여교수(정우락, 최

은숙), 참여대학원생(김소연, 이철희, 황명환)과 협업하여 대구 지역의 다양한 문화어문학 자산의 공간

적 의미를 밝힌 것으로써 지역 어문학의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연구성과이

다. 이와 같이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총서의 간행을 맡아 진행하면서 영남 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문화

론적으로 살펴본 글을 실어 사업단 아젠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 사업기간 내 <신진연구인력의 사업단 학술총서 간행> 실적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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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애,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015.08.

   - 홍미주,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015.08.

   - 박지애,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02.

   - 조유영,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02.

   - 조유영, <대구 공간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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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진연구인력의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표 7> 신진연구인력 1인당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실적

구 분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3.5 3.5 3.5 3 5.4 0 2.44 4 25.34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0 0 0.

학술 저서

환산편수

국어 0 0 2 0.1428 0.2222 0.4614 0 0.3636

3.19

외국어 0 0 0 0 0 0 0 0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3.5 3.5 5.5 3.1428 5.6222 0.4614 2.44 4.3636 28.53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5.8826 3.355 2.2678 3.6229

환산참여 신진연구인력 수 2.1249 2.75 3 7.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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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아젠다인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연구와 관련된 성과뿐 아니라 

전공 분야에서도 객관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다. 사업단 참여 이후의 진로 또한 그

러한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3년에 신진연구인력으로 참여한 권유성은 국립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

과 교수로 임용(2016.09)되어 그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문학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미주는 경북대학교 기초교앙교육센터 초빙교수로서 한국어문학 텍

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글쓰기 및 교양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박지애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책임연구위원으로 임용(2019.03)되어 재직 중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 소장 기록 최다 보유 기관(2019년 기준 53점 만점)으로 민간 소장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이를 대

중화 및 세계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경상북도 출자출연 연구기관)이다. 박지애는 소장 자료 중에서 영

남지역 문중이나 개인이 기탁한 한글자료를 연구하고, 기록 자료를 활용한 교육 사업을 기획하여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하여 현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신진연구인력의 대표실적의 우수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권유성,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경향잡지의 문예론과 시적 실천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65, 국어국

문학회, 2013.12.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2013S1A5A2A01016663)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

구로서,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경향잡지 <공제>, <아성>, <신생활>에 발표된 문예론의 특징을 정리하

고, 그것이 시적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고찰하였다. 1920년대 초기 동인지 이외의 잡지에서 활

동했던 문인들의 문예론과 그들의 시적 실천을 처음으로 구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KCI 피

인용회수 7회를 기록하는 등 해당 연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논의로서 평가받고 있다. 

2. 박지애, 대도시 인근 농촌경계지역의 민요 소통과 전승-경북 칠곡군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44, 한

국민요학회, 2015.08.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NRF-2013S1A5A2A01019846)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된 연구로서, 문화적 경계지역에서의 민요 전승의 현황, 특히 도시화와 근대화로 인해 전통문화가 쇠퇴

한 지역의 민요 소통과 전승 현황을 파악하였다. 논의의 결과, 문화적 경계지역이 창조적 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민요를 통해 소외되고 배제된 노인들의 공동체 내 위상이 변화됨을 밝혔다. 이 연구는 민요의 

현재적 가치를 탐색하고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특히 영남지역 민요의 현재적 전승 양상

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3. 박지애, 성주군 여성민요의 다양성과 문화적 함의, 한국민요학 52, 한국민요학회, 2018.04.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지원(NRF-2016S1A5A8020613)을 받아 수행한 연구

로서 문화지형도의 변화에 따른 여성 민요의 향방을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적 접변지역으로서

의 낙동강 중류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성주군을 대상으로 성주군 지역의 여성민요 전승의 양상을 미시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주군 여성민요가 지역문학으로서 가치를 규명하였다. 또 성주군의 문화적 토대가 

다양한 서사민요를 생성 또는 변주하게 했으며 기층 여성들의 다양한 취향과 선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

유되고 전승되었음을 밝혔다. 영남지역 문학을 대상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 점에서 우리 사

업단의 아젠다를 적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받는다. 

4. 홍미주, 변항 (오)의 변이형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방언학, 2013.12.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으로서

(NRF-2011-35C-A00392), 음운 변이와 언어 태도와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변항 (오)를 대상으로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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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현 양상과 그와 관련된 언어 태도를 살핀 것이다. 이 논문은 대구 지역어의 음운변이를 언어학적으

로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대구 지역인의 언어 의식 및 태도를 고려하여 음운변이의 기제와 확산 양상을 

논의하였고, 대화전략으로 음운변이의 실현 양상을 논의한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차별성이 있다. 실제 

지역민의 언어태도 및 의식에 대한 분석으로 대구 지역어의 실제 실현 양상을 살펴본 점에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데 기여하였다.

5. 배지연, 신식민지의 어떤 풍경-최인훈의 ｢국도의 끝｣에 나타난 공간 표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03.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술지인 국어국문학에 실린 것으로서, 최인훈 소설에

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도의 끝｣에 대한 공간 표상과 그 의미를 분석한 글이다. 이 논문은 ｢국도의 끝｣
에서 묘사하는 ‘국도’라는 공간을 한국 내 주한미군의 위상과 한미관계를 우의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

로 파악하고, 1960년대 공론장의 신식민주의 담론과의 연계 양상을 다루었다. 또한 이 소설이 한국사회

의 정치, 경제 문제를 아우르는 한미관계의 문제를 지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당대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

착하게 만드는 한국사회의 이중적이고 균열된 내면을 지적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인훈이 사실적 표현의 

단편소설을 통해 1960년대 한미관계의 문제를 형상화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의가 있다. 

6. 최준 외,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2017.04.

  이 논문은 최근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문화적 관념을 반영하는 신어의 생태적 추이, 즉 새롭게 사용되

는 어휘의 생성과 소멸 등의 양상과 관련되며, 웹상의 텍스트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가공하고 분석

하는 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한 논문으로 언어학 및 데이터 과학 등의 융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이 논문은 

2017년 5월 31일 학술지 논문 게재 이후, 짧은 기간 동안  KCI 피인용횟수 4회를 기록하였으며, 인용한 

학술지 4편은 동일분야인 국어학 분야 학술지 2편과 정보학 분야 학술지 2편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논문

의 융복합적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7. 조유영,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타난 도통 구현 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103, 한국언

어문학회, 2017.12.

  이 논문은 조선 후기 가사인 ｢황남별곡｣과 ｢황산별곡｣의 비교를 통해 작품의 개작 양상과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사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황산별곡」의 작자를 검토

해 보고, 텍스트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두 작품이 보여주는 도통 담론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기록과 최근 발견된 신발굴 자료를 통해, ｢황산별곡｣의 작자가 선행연구에서 제

시한 윤희배가 아닌 선산 연흥 지역에 세거했던 윤영섭임을 구명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업단의 아

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전시가 텍스트에 숨겨져 있는 당대 지역의 문화를 고찰하

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8. 조유영, 대구십영(大丘十詠)에 나타난 대구의 시적형상과 그 지역 문학적 의미, 어문론총 77, 한국문

학언어학회, 2017.12.

  이 논문은 서거정의 <대구십영>을 통해 조선 전기 대구의 시적형상과 작품에 대한 지역민들의 역사적 

인식을 통해 그 지역 문학적 의미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둔 연구이다. 그 결과 대구 지역민들의 <대구십

영>에 대한 인식이 근세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구향교의 전통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구

팔경>의 창작으로 이어졌음을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본 사업단이 추구하고 있

는 ‘영남지역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의 실질적 적용 사례라는 점과 함께, 지역사

회와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지역문학의 역할을 이 논문이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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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9. 김수정, 접속 영역에 따른 배경 접속문의 유형과 특성, 언어학 84, (사)한국언어학회, 2019.08.

  이 논문은 Sweetser (1990)의 세 가지 접속 영역의 개념을 배경 접속문에 적용하여 접속 영역에 따른 

배경의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른 배경 접속문의 유형을 분류하여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가 시제, 접속 

어미의 실현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이다. 2019년 8월 게재된 논문으로 객관적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없으나, 그동안 국어 접속문이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대

등 접속과 종속 접속의 여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명을 시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 박지애 홍미주 외,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015.08.

  이 책은 지속적으로 영남 지역의 언어와 문학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문화어문학'과 '지역어문학'이라

는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

색하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와 함께 사업단 아젠다를 모색하는 

신진여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남지역 어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지향하는 본 사업단의 대표적 연구 성과로서 평가받는다. 

11. 박지애, 조유영 외, 한국 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02.

  이 책은 본 사업단 학술총서 제3권으로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여 고전문

학 분과학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서이다. 문화어문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전문학의 현장과 문화적 전통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단 참여인력(참여교수, 신진연

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이론적 적용 가능성 및 연구역

량 향상을 도모한 저서로서 가치를 갖는다.

12. 홍미주, 최준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09.

  이 책은 ‘대구일보’에 게재되었던 우리말글에 대한 글들을 일반 대중이 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간행

한 것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일반 대중이 궁금해 하거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올리기 방법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충하고, 한

국어에 담긴 한국인의 생각과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국어학적 지식이 일반 대

중의 언어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연구 성과의 대중화, 어문학 자산 

및 연구 성과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단의 아젠다와도 잘 부합한다.

13. 배지연 외,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대구를 이야기하다, 한국문화사, 2017.01.

  이 책은 대구의 공간을 중심으로 문학, 인물, 문화 및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사유를 대

중의 눈높이에 맞게 집필한 인문서이다. 지역과 장소에 대한 문화적 기억이 지금-여기에서 어떻게 재현

되고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대구 출신 작

가, 대구를 배경으로 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이 돋보이며, 삶의 공간인 대구의 문화를 인

문학적 시선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지역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지향이 영남 지역 어문학 자산 및 문화를 대중이 향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잘 부합하고 있다는 데 이 책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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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국어국문학 (165)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경향잡지의 문예론과 시적

실천 양상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37684

2 국어국문학(186)
신식민지의 어떤 풍경-최인훈의 국도의 끝에 나타

난 공간 표상과 그 의미-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3 방언학(18)
변항 (오)의 변이형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

한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40153

4 어문론총(77)
대구십영(大丘十詠)에 나타난 대구의 시적형상과

그 지역 문학적 의미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5 언어학(84) 접속 영역에 따른 배경 접속문의 유형과 특성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4

95976

6 역락(2015.8)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오프라인 저서제출

7 역락(2018.2) 한국 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오프라인 저서제출

8
한국문화사

(2016.9)
한국어는 나의 힘 오프라인 저서제출

9
한국문화사

(2017.1)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대구를 이야기

하다
오프라인 저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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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768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768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768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768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768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4015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4015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4015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4015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4015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9597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9597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9597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9597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95976


<표 8>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0 한국민요학 (44)
대도시 인근 농촌경계지역의 민요 소통과 전승-경

북 칠곡군을 중심으로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0

20527

11 한국민요학 (52) 성주군 여성민요의 다양성과 문화적 함의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3

42781

12 한국사전학(29)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2

30098

13
한국언어문학

(103)

조선 후기 영남지역 가사에 나타난 도통 구현 양

상과 그 의미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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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05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05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05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05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05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278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278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278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278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278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009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009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009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009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0098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5.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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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의 국제화 전략

5.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본 사업단의 비전에 포함된 핵심어 중 ‘지역’과 ‘문화어문학’은 공히 어문학 연구 수행 대상의 특

수성을 표상한다. 먼저 ‘지역’은 그 자체로서 공간적 국부성을 나타내며, ‘문화어문학’은 맥락을 배

제한 언어 및 문학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문화로서의 일정한 맥락과 함께 나타나는 언어 문학으로서의 

연구 대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부적 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악되는 지역 문화어문학의 특수성은 

다시 보편적 맥락에서 비교․논의되고 검증함으로써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사

업단의 비전의 실천으로서 연구 인력 양성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 결과물을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검

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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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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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영어/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하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양방향의 국제화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문학술논문작성법(Academic writing in English)> 과

목을 2014년 1학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과목을 2015년 1학기부터 개설 운영했다.

 두 번째 단계는 국제적 성과물 산출의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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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연수 준비 

및 실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성과 산출을 위한 실제적 이해를 도왔으며, 장∙단기 국외 연

수 참여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문화어문학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해외 학자 초청 강연을 사업 운

영 기간 동안 총 15회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대학원생들이 국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위의 두 단계를 통해 함양된 국제화의 기반 능력을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와 연

결하여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본 사업단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신청, 심사, 발표 수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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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 실적은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사

업 운영 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 29명(발표 논문 수 33건)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기준을 충족한 

국제학술대회 발표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검증받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부분은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 석학 초빙 강연,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들

의 연계활동으로 산출한 연구 성과물의 국제 학술대회 발표 등의 양적, 질적 우수성 등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운영해 온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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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영어) 강좌/대학원생 현황
 

 1) 외국인(영어) 강좌 개설 운영

 

 본 사업단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 논문 쓰기 관련 강좌를 개설 및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시행하여 

사업단이 지향하는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1회 학술적 영어 글쓰기와 

관련된 <영문학술논문작성법(Academic writing in English)>을 대학원 교과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과목의 운영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적 영어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였다. 꾸준한 강

좌 운영과 더불어 사업단의 강의 평가 환류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수강 대학원생의 수준을 반영해 기

초 단계부터 심화 단계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강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의 주차별 강의 개요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no Course Goals and Objectives Assignment

1 Cover basic English grammar with type 5 sentence structures 

with concentration on type 2 and type 5 sentence 

structures. Cover basic slide format.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with emphasis on the 

type 2 and type 5 sentence 

structures.
2 Cover relative pronouns - subjective, objective and possessive. 

Cover basic slide format.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relative 

pronouns and create two page long 

slides.
3 Cover past and present participle forms. Cover participle 

construction. Cover basic slide format.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past and 

present participle forms and 

participle construction and create 

two page long slides.
4 Cover infinitive form. Cover basic slide format.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infinitive form and create three page 

long slides.
5 Write and submit the first project of essay and slides  

6 Cover preposition.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with a concentration on 

preposition sentences,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four page 

long slides.
7 Cover gerund.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with a concentration on 

gerund,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four page long slides.

8 Cover subjunctive mood.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with a concentration on 

subjective mood,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few page long 

slides.
9 Cover relative adverbs.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relative 

adverbs,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few page long slides.

10 Write and submit the second project of essay, business letter, 

and slide.

 

11 Cover active and passive form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intermediate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long essay with emphasis on active 

and passive forms,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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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현황 및 실적

  ◇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 실적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본 사업단 소속 학과 대학원생 중 외국인 유학생 재적생수는 평균 18명 정도이다. 

당초 본 사업단에서는 외국인 입학생 수를 연평균 6명 정도로 계획하였는데, 해당연도 입학생수를 기준

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6명을 초과 달성한 연도도 있지만 다소 부족한 수치를 보인 연도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실제로 산출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

해 정성적인 평가를 강화하는 노력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입학생수

가 1명에 그쳤으나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입학생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19년 하반기에는 더 많은 수의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외국인 대학원생

의 출신 국가는 일본, 인도,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인원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내 우수 외국인 장학금(KINGS, KNU International Graduate Scholarship), 국제교류재

단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금 등을 활용하고 있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본 사업단 소속 학과 대학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

는 몇 가지 제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에 대한 엄격한 적용

 대학원 모집 요강에도 명시되듯 3~4급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타 학과보다 기준을 강화하

여, 본 사업단 소속 학과는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만이 대학원 석사과정 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두고 있다. 또한 실제 구술면접을 통해 되도록 6급 정도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의 유학생을 선발한다.

12 Cover comparative sentence structure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intermediate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long essay incorporating various 

comparative sentences,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ides.
13 Cover inversion sentences.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long and sophisticated essay with a 

concentration on inversion,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ides
14 Cover combining skills of various grammatical structures and 

complex pattern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advanced and sophisticated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long and sophisticated essay,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ides.
15 Write and submit final essay, business letter, and slide  

연도 외국인 유학생 재적생수 해당연도 입학생수 장학금 수혜자

2013 18 9 14

2014 18 7 17

2015 22 7 19

2016 17.5 5 15.5

2017 19.5 5 13

2018 16 5 11.5

2019

(상반기)
1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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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한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 간의 경쟁 체제 유지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는 KINGS 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 장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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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함으로써 우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특히 BK21플러스 장학생 선발 제도를 병행 활용하는 경쟁 체계가 유지되어 유

학생들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본교 장학제도와 정부 장학제도

 - KINGS 장학금(KNU International Graduate Scholarship)

 순수 외국인 전형에서 수학능력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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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급됨.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외국인 학생의 정부에서 신청 받아 이를 한국국제

교육원으로 넘겨 준 후,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등록금 전액이 지급됨.

 

 - BK21플러스 장학금

 BK21플러스 참여대학원생 신청을 통해 연구계획서, 지도교수의 추천서, 연구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참여대학원생들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교과목 개설 운영

 본 사업단 소속 학과 대학원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교과목을 2015년도부터 개설하여 운

영하고 있다. <한국어논문작성법> 수업은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논문 작성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연구 성과 산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과목이다. 15주 강

좌 중 8주 동안은 학술 논문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강좌가 운영되며, 나머지 7

주 동안은 글쓰기 과정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학술 논문을 작성하고 담당교수의 피드

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어논문작성법>은 학문 분야에 따른 글쓰기 방식을 효과적으로 지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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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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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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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실적
 

 본 사업단은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 및 문화어문학 분야 해외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매년 2회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당초 계획에 따라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 운영 

기간 동안 15차례의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당초의 정량적 목표를 충족하였다.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은 물론 강연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학원생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하여,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이나 한국학과 관련된 국제적 관심사를 폭넓게 질의할 수 있도록 운영

하였다. 특강의 주제는 본 사업단의 관심사인 문화어문학과 한국어문학이 주를 이루며, 거시적 안목에서 

국어국문학을 조망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외 한국학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과 전망, 국어국문학 관

련 해외 취업분야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단에서 실시한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 1차 특강(2013.12.10.): 베르너 삿세(독일 보훔대학교), <외국인이 본 한국고전과 고전문학> 

   - 2차 특강(2014.02.20.): 신성철(호주 뉴 사우스 웰즈대학교), <호주의 한국학 동향과 향후 과제> 

   - 3차 특강(2014.05.24.): 후지모토 유키오(일본 레이타쿠대학교),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오구라문  

                            고에 대하여>

   - 4차 특강(2014.07.09.): 방동수(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미국에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5차 특강(2014.11.10.): 강승철(중국 하얼빈사범대학교), <신화시대의 중, 한 비교>

   - 6차 특강(2015.05.18.): 양바오중(중국 하북대학교), <불교 문화가 근대 한자에 미친 영향>

                            장지엔윈(중국 하북대학교), <중국에서 본 한국의 문화산업 연구>

   - 7차 특강(2015.05.20.):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학교), <‘흥부전’의 재발견-조선중기 상속  

                            제도와 관련하여>

   - 8차 특강(2015.12.01.): 전건민(중국 하북대학교), <魯迅의 <野草>에 논하여>   

                            양춘승(중국 하북대학교), <고려본 <용감수경>을 이용한 疑難字의 고증과  

                            해석 三則 >

   - 9차 특강(2016.06.23.):  이노우에 후미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 10차 특강(2017.06.23.): 김호웅(중국 연변대학교), <중국조선족문학의 거장 김학철- 김학철 연구의  

                             시각과 방법> 

   - 11차 특강(2017.09.18.): 와다 토모미(일본 토야마대학교), <문화어문학 연구에서 참조본 비교 방  

                             법론의 활용 방안 제안> 

   - 12차 특강(2017.09.25.):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역사관>

   - 13차 특강(2018.03.13.): 로스 킹(캐나다 UBC대학교), <Out of the Margins: 조선후기 서상기 주석  

                             군과 문학적 속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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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차 특강(2019.01.25.): 배준영(중국 산동대학교 위해 캠퍼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연구>

   - 15차 특강(2019.05.03.): 후쿠이 레이(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 신페이와 오구라 문고에 대하여>  

 

 3.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본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참여대학원생의 수는 아래 목록에 나타난 29명(4회 발표 1명, 3회 발표 3명, 2회 발표 3명, 1회 발표 22

명)이다. 이 외에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5건과 국제저술활동 실적 3건이 존재한다. 본 사업단에서

는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를 독려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학술대회 발표 건수를 

연차별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아래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계획과 현황>을 보면, 참

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건수가 사업 운영 1차년도 1회에서 2차년도 4회로 눈에 띄게 늘었고, 

이후에도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 당초의 정량적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2017년과 2018년에 정량적 목표

에 다소 부족한 수치를 보였으나,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국제학술대회 참여 인원을 늘리고 참여 학술대

회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참여대학원생들을 독려한 결과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만 8회의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도 중국 하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연해록과 연조문화” 국제학술대회,  

이스탄불대학에서 열리는 “제2회 중앙 유라시아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에서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계획과 현황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기준 충족 국제학술대회 발표 참여대학원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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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참여대학원생 현황>

(1) 이수진,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한국, 2013.

(2) 서은영,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홍콩, 2014.

(3) 이수진,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홍콩, 2014.

(4) 칸앞잘아흐메드,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러시아,     

    2014. 

(5) 우수영,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한국, 2014. 

(6) 윤지혜,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한국,  

    2015. 

연도 국제학술대회 발표 계획 국제학술대회 발표 현황

2013 1 1

2014 3 4

2015 4 5

2016 5 5

2017 5 4

2018 7 6

2019

(상반기)
3.5 8

합계 28.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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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티엔즈윈,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한국,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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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015. 

(9) 정해연,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LEX, 홍콩, 2015. 

(10) 칸앞잘아흐메드,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오스트리아, 2015. 

(11) 이수진,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

(12) 정해연,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

(13) 정해연, BAAL Vocabulary SIG 2016, 영국, 2016.

(14) 김명주,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6.

(15) 김분청,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6.

(16) 칸앞잘아흐메드, 2016 RIIKS Academy, 한국, 2016.

(17) 량짜오, 中國文學地理學會國際學術硏討會, 중국, 2017.

(18) 강현아,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영국, 2017.

(19) 김세연,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영국, 2017.

(20) 정해연,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영국, 2017.

(21) 전계성,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7.

(22) 이민주,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7.

(23) 조가유, 한일차세대 학술포럼 제15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2018.

(24) 이민주,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슬로베니아, 2018.

(25) 신원석,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슬로베니아, 2018.

(26) 한송이,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슬로베니아, 2018.

(27) 한송이, Multilingual Education in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2018, 리비아, 2018.

(28) 이민주, Multilingual Education in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2018, 리비아, 2018.

(29) 배은혜, Multilingual Education in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2018, 리비아, 2018.

(30) 황명환, 제5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8.

(31) 전계성, 제5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8.

(32) 이철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  

     제6회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9.

(33) 아흐마드리오데시아르, Asialex 2019, 터키, 2019.

(34) 스리와흐유닝시, Asialex 2019, 터키, 2019.

(35) 조가유, 해외대학 박사과정생 한국문학 워크숍, 한국, 2019.

(36) 정희윤,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영국, 2019.

(37) 김해은,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영국, 2019.

(38) 전설련,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

(39) 김동연,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

(40) 김소연,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

(41) 신소윤,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중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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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한 국제학술대회 중에서 EURLAEX(유럽사전학회),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말뭉치 언어학 국제 학술대회) 등 사전학이나 언어 DB와 관련한 발표가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업단의 주요 하위 사업 목표인 ‘한국어문학 자료의 질서화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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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국문화어문학의 세계화’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참여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산출한 아

래 발표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들의 공동 작업의 결과물

을 다수 포함하여 참여인력들의 연계된 활동 결과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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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논문 목록>

(1) 이수진,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focusing on ‘school violence’       

    text‘,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2013.

(2) 서은영, ‘Usage Patterns of ‘-keyss-’ regarding Text Genres in Korean‘,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3) 이수진,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4)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중립국의 의미 연구’,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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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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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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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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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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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칸앞잘아흐메드,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2015. 

(11) Kilim Nam, Sujin Lee, Hae-Yun Jung, and Jun Choi,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6.

(12) Jun Choi, Hyun-ju Song, Hae-Yun Jung, and Kilim Nam.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2016.

(13) 김명주,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Dephonologization of the Vowel  

     /·/ in Late 18th-century Literature)’,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  

     제학술대회, 2016.

(14) 김분청,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The Life and Buddhist Poetry of Chunjeong, Byeon         

      Gyeryang)’,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6.

(15)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의 <가면고>와 <광장>에 타나나는 타고르의 <고라>의 수용 양상 연구’,  

     2016 RIIKS Academy, 20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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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Jun Choi, Hae-Yun Jung, Hyeonah Kang and Seiyeon Kim, ‘Report on the Automatic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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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Korean Scientific Phrasal Term Candidates, wi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2017.

(18) 전계성, ‘「무녀도」의 생성 공간, 경주의 의미 재고-샤머니즘의 종교적 의식 통합성을 중심으로’,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7.

(19) 이민주,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7.

(20) 조가유, ‘조명희 소설의 정동 연구’, 한일차세대 학술포럼 제15회 국제학술대회, 2018.

(21) Minju Lee, Hyeonah Kang, Weonseok Shin and Kilim Nam, ‘Korean Expressions of Mitigation in  

     Product Reviews’,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8.

(22) Song-I Han, Hae-Yun Jung,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Dialectal Headwords  

     in the Unabridged Dictionary of Standard Korean’,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8.

(23) Song-I Han, Minju Lee and Eunhye Bae,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Dialectal Vocabulary: A  

     Keyword Analysis of Textbooks Designed for International Wives’, Multilingual Education in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2018, 2018.

(24) 황명환, ‘금호강 연안의 문학에 나타난 공간감성과 지역적 의미’, 제5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8.

(25) 전계성, ‘조각 작가 개념을 통해 본 작가의식의 본질 – 김동리의 ｢무녀도｣와 기독교 계열소설을   

     중심으로’, 제5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8.

(26) 이철희, ‘경북 동해안 지역의 움라우트 현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  

     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 제6회 국제학술대회, 2019.

(27) Achmad Rio Dessiar, Sri Wahyuningsih and Kilim Nam, ‘The Translation of Korean Onomatopoeia  

     and Mimesis in Korean-Indonesian Dictionaries’,  Asialex 2019, 2019.

(28) 조가유, ‘김사량의 <빛속으로>에 나타난 수치심’, 해외대학 박사과정생 한국문학 워크숍, 2019.

(29) Jun Choi, Hae-Yun Jung and Heeyun Jeong, ‘Patterns Analysis of the Supplementary            

      Definitions of Scientific of Scientific Terms in the Standard Language Dictionary           

      Definition Corpus’,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2019.

(30) Soojin Lee, Hae-Eun Kim and Kilim Nam, ‘What Are the Factors for the Survival of Korean     

     Neologisms? An Analysis of the Usage Cycle of Neologisms Coined from 2005 to 2009’,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2019.

(31) 정우락·전설련, ‘以文化语文学解读韩国大邱之空间’,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  

     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

(32) 조유영·김동연, ‘鹤菴申圣燮的<卧龙山九曲歌>所反映的空间形象与其文化意蕴’, 중국문학지리학회  

     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

(33) 김소연·신소윤,‘乐斋徐思远的船游诗与对琴湖江的感性’,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  

     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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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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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칸앞잘아흐메드, ‘한국의 <만세전>과 인도의 <이것이 바로 나의 모국이다>에서 나타난 시대 상황 비교  

    연구’, “국제고려학” 15호, 국제고려학회, 2014.03.

(2) 량짜오, ‘抗戰前文學的覺醒 -以<遼寧隨筆爲>中心’, “理論前沿” 43호, 甘肅省婦女聯合會, 2015.04.

(3) 량짜오,‘中韓文化産業的協力方案探究’, “靑年文學家” 543호, 黑龍江省文學藝術界聯合會,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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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칸앞잘아흐메드,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국제고려학”  

    16호, 국제고려학회, 2016.03.

(5) 칸앞잘아흐메드, ‘한국의 <서유기>와 중국 인도 작품 원승기와의 상관성’, “한국학연구논문집”,  

    중국문화대학교(대만),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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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저술활동 실적-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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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량짜오, <自然與倫理-吳晩煥的詩與詩評選集>, 中國河南人民出版社, 2015.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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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가유, ‘趙明熙小說中的下安情感’, <韓國學硏究論文集(六)>, 中國文化大學華岡出版部,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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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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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와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통해 발표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총 2회의 장기 국외 연수와 14회의 단기 국외 연수를 진행하였다. 단기 연수에서 

일정한 양과 질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장기 연수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비교적 부족한 부분

이 있었다. 이는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

지만, 장기 연수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장기 연수 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으로 참가가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 대학 또는 학과 상호간의 관계와 연구 분야에 대한 사

전 조사가 단기 프로그램에 비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사업단은 국외연수 지역을 다변화

하고 다양한 분야의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의 연구기관 및 대학의 관련 연수프로

그램을 발굴하여 참여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참여대학원생의 장∙단기 국외 연수 실적

 

구분 연도 횟수 연수국가
참여대학원생 연수 

참가 인원

장기 연수
2016 1 이탈리아 5

2017 1 미국 1

단기 연수

2013 1 중국 8

2014 3 중국, 미국 13

2015 2 일본, 중국 9

2016 3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13

2017 1 영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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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대학원생 장기 국외 연수 개요

   - 1차: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Lecture & Seminar  

          Training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Humanities           

          Studies’, 2017.01.23.-2017.02.07. (참여대학원생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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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대학원생 단기 국외 연수 개요

   - 1차: 중국 곡부사범대학 단기연수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2013.12.14.-2013.12.17. 

          (참여대학원생 8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 2차: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단기연수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연수’, 2014.08.05.-2014.08.09.  

          (참여대학원생 4명, 참여교수 1명)

   - 3차: 중국 하북대학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 2014.10.23.-2014.10.27. 

          (참여대학원생 6명, 참여교수 1명)

   - 4차: 미국 하와이대학 단기연수 ‘한미 한국어문학 연구 동향과 전망’, 2014.11.04.-2014.11.09.  

          (참여대학원생 3명, 참여교수 1명)

   - 5차:  일본 덴리대학, ‘일본 칸사이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연수’, 2015.06.14.-2015.06.19.  

          (참여대학원생 4명, 참여교수 1명)

   - 6차:  중국 하북대학,  ‘한중 문화, 어문학, 역사의 이해와 교류 연수’, 2015.12.11.-2015.12.15. 

           (참여대학원생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 7차: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단기연수,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2016.02.17.-2016.02.21.  

          (참여대학원생 6명, 참여교수 1명)

   - 8차: 중국 남통대 단기연수 ‘근대전환기 중국 망명 작가의 현황과 작품 연수’, 2016.07.09.-2016.07.14.  

          (참여대학원생 2명, 참여교수 1명)

   - 9차: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고려인의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학술 강연 및 현장 조사 연수’,  

          2016.08.11.-2016.08.16. (참여대학원생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 10차: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말뭉치언어학 섬머 스쿨 ( Lancaster Summer Schools in Corpus Linguistics  

           and other Digital methods ), 2017.06.27.-2017.06.30. (참여대학원생 1명)

   - 11차: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 단기연수 ‘이집트의 문화어문학 및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2018.01.03.-2018.01.08. (참여대학원생 2명, 참여교수 1명)

   - 12차: 중국 영파대학교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단기연수’, 2018.01.18.-2018.01.21. 

           (참여대학원생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 13차: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말뭉치언어학 섬머 스쿨(Statistics and Data Visualisation for Corpus      

           Linguistics), 2018.06.25.-2018.06.28. (참여대학원생 1명, 신진연구인력 1명)

   - 14차: 중국 광주대학 단기연수 ‘문학지리학 연구방법 및 중국 영남문화 연구’, 2019.01.21.-2019.01.22.  

          (참여대학원생 4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교수 1명)

2018 3
이집트, 중국, 

영국
8

2019 1 중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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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의 인프라 국제화 현황

가. 외국인 교수  학생 비율

<표 9> 교육의 인프라 국제화 현황

항 목 구 분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외국인

전임교수

사업단 학과(부) 전임교수 수 0 0 0 18 19 0 0 37

외국인 전임교수 수 0 0 0 0 0 0 0 0

비 율 (%) 0 0 0 0 0 0 0 0

외국인

대학원생

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수 27.5 61.5 28.5 54.5 47.5 50 22 291.5

외국인 대학원생 수 9 17.5 8 17.5 19.5 15.5 7.5 94.5

비 율 (%) 32.73 28.46 28.07 32.11 41.05 31 34.09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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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및 교과담당계획 대비 실적
(학과전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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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및 교과담당계획 대비 실적(학과전체기준)

 현재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내에 외국인 교수는 없다. 하지만 학과 내에서 비교문학이나 언

어학 전공의 외국인 교수 채용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초빙교수, 외국인 

전임교수 TO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외국인 교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1회 학술적 영어 글쓰기와 

관련된 <영문학술논문작성법(Academic writing in English)>을 대학원 교과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원어민 강사(브랜 윤화(영문학 전공))가 해당 강좌를 전담하고 있다. 꾸준한 강좌 운영과 더불

어 사업단의 강의 평가 환류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수강 대학원생의 수준을 반영해 기초 단계부터 심

화 단계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강좌를 구성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적 영어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였

다. <영문학술논문작성법(Academic writing in English)>의 주차별 강의 개요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no Course Goals and Objectives Assignment

1 Cover basic English grammar with type 5 sentence 

structures with concentration on type 2 and type 5 

sentence structures. Cover basic slide format.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with emphasis 

on the type 2 and type 5 sentence 

structures.
2 Cover relative pronouns - subjective, objective and 

possessive. Cover basic slide format.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relative pronouns and create two 

page long slides.
3 Cover past and present participle forms. Cover 

participle construction. Cover basic slide format.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past and present participle forms 

and participle construction and 

create two page long slides.
4 Cover infinitive form. Cover basic slide format.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infinitive form and create three 

page long slides.
5 Write and submit the first project of essay and slides  

6 Cover preposition.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with a 

concentration on preposition 

sentences,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four page long 

slides.
7 Cover gerund.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with a 

concentration on gerund,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four 

page long slides.
8 Cover subjunctive mood.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with a 

concentration on subjective mood,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few page long slides.
9 Cover relative adverbs.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relative adverbs,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few 

page long s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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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rite and submit the second project of essay, business 

letter, and slide.

 

11 Cover active and passive form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intermediate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long essay with emphasis 

on active and passive forms,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ides.
12 Cover comparative sentence structure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intermediate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long essay incorporating 

various comparative sentences,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ides.
13 Cover inversion sentences. Cover intermediate slide 

format. Cover basic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long and sophisticated 

essay with a concentration on 

inversion,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ides
14 Cover combining skills of various grammatical structures 

and complex patterns. Cover advanced slide format. 

Cover advanced and sophisticated business letter 

form.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long and sophisticated 

essay, create a business letter 

and create a long set of slides.
15 Write and submit final essay, business letter, and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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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수성과

6.1 교육 부문 종합 우수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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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교육 부문 종합 우수 대표성과

사업단 아젠다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1.

본 사업단은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기존의 대‘ ’

학원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원 교육에 실제적으로 접목함으. ,

로써 사업단의 교육 목표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이론 위주. ‘ ’

이며 세부전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문화어문학적 관점 속에서 실용화 와 융합, ‘ ’ , ‘ ’ ‘ ’

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지향한 것이 본 사업단의 특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단 아젠다 구현을 위한 신규 교과목 개설1)

본 사업단은 전공 영역 위주의 기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년도 학기부터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2014 1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였다 신규 개설 과목은 모두 개 과목이며 석사 및 박사과목과 함께 석박사· . 6 ,

공통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원 신규 개설 교과목◇

과정 교과목명 학점 내용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3
문화어문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어문학연구의 방법,

론적 현신을 위한 이론 탐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3
문화어문학 관련 현장 및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현장 학

습 및 조사

박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3
지역어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한국어문학의 내,

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구명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3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 학습과 실습

및 실무 능력 배양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3
국제학술지 논문 제출을 위한 영문 학술논문 작성 능력

배양

한국어논문작성법 3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 및 번역 능력

배양

위의 표에서 제시한 석 박사 필수 이수 교과목들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세분화된 기존· , ,

의 교과목들과는 달리 세부 전공 간의 단절을 극복하면서 사업단이 추구하는 실용적 문화어문학 전,

문가로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과목들이다 또한 석 박사 공통 교과목인 영문학술논문. · <

작성법 및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의 경우에는 내국인 학생들의 영문 학술 논문> < >

작성 능력 및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국제적 감각을 가진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들이었다 또한 위의 교과목들은 대부분 학제간 팀티칭 을 지향함으로. ‘ ’

써 세부전공의 단절적 교과 운영을 넘어 한국어문학에 대한 융합적 연구 능력을 대학원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교과목들은 국제성 과 실용화 융합 을 지향하는 사업단의‘ ’ ‘ ’, ‘ ’

아젠다를 대학원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한 사업단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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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과정의 투 트랙 운영 체계2) (Tow)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 시작 이후 대학원 교육과정을 투 트랙으로 개편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Two)

거두었다 본 사업단의 투 트랙 운영 체계 는 학부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묶어 이를 통해 문. ‘ (Two) ’

화어문학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 과 대학원 석 박사 전문과정을 통해 문화어‘ ’ · ‘․

문학 전문 연구 인력 을 양성하는 두 가지 운영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운영 체계는 한국어문학’ . ‘

자산의 실용화 와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 이라는 사업단의 교육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 ’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활용되었다.

학 석사 연계 과정 에 의한 실무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성과(1) ‘ · ’

학부과정에 학 석사 연계 문화어문학 교과목 편성·①

과정 교과목 구분 교과목 명

학부

과정

학 석사 연계·

교과목 과목(7 )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 < >, < >, <

이해 방언학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 >, < >, < >

학제간 융합

교과목 과목(2 )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어문화론< >, < >

학부 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통해 문화어문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학원 진학을 유도- · ,

학부과정에서 개설되는 학 석사 연계 교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에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 · ,

목을 이수하는 체제로 교육과정을 운영

교내외 학과 간 공통 교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②

본 사업단 소속 국어국문학과는 교내 융합전공인 역사문화콘텐츠개발전공 교육과정에 참여- ‘ ’

한국어문학 자산의 콘텐츠화와 관련된 융합 교과목 개설 운영- ·

사업단 주최 학부 및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③

연 회 학부생 대상 플러스 사업 설명회 개최- 2 BK21

학부 대학원 공동 세미나 및 학술 활동 지원- ·

참여교수의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 졸업논문 지도-

대학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무 인턴 과정 추천-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과정 운영(2) ·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①

사업단 주최 전공별 집담회 개최 매월 회- ( 1 )

사업단 지원 전공별 학술대회 연 회- ( 6 )

사업단 주최 국내 전국학술대회 연 회 이상 및 국제학술대회 연 회 개최- ( 1 ) ( 1 )

융합전공 역사문화콘텐츠개발전공‘ ’

참여 국어국문학과 교과목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방언학< >, < >, < >

국어국문학과 담당 융합 교과목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어문화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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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주최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연 회- ( 3 )

사업단 주최 해외석학 초청 특강 개최 연 회- ( 2 )

사업단 주최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최 연 회 년 연수 프로그램 신설- ( 7 ) : 2019

참여대학원생의 국외 장단기연수 참가 기회 제공 연 평균 회 이상- ( 1 )

참여대학원생의 국외 국제학술대회 참가 기회 제공 연 평균 회 이상- ( 3 )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②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 과정- ·

단계 석 박사 통합 문화어문학 교과목 개 과목 이수1 : · (6 )

단계 문화어문학 심화 교과목 이수 총 과목 중 전공과목 이수2 : ( 15 )

단계 학위논문연구 및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3 : < >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논문 작성 단계-

단계 매 학기 초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사업단 홈페이지 게시1 : < > ( )

단계 전공별 집담회 연 회 이상 를 통해 논문 작성 점검 및 검토2 : ( 12 )

단계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및 외부 학술대회를 통한 발표 및 수정3 :

단계 학술지 투고 및 게재4 :

대학원 교육과정 투 트랙 운영에 따른 인력 배출 현황(3) (Tow)

학 석사 연계 과정 에 의한 실무 인력 배출 현황‘ · ’①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김지혜 참여대학원생 현대문학 석사- ( , , )(2015)

국립국어원 학예보조 박지수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석사- ( , , )(2016)

충청남도청 공보관실 손유진 참여대학원생 고전문학 석사- ( , , )(2017)

국립국어원 학예보조 김명주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석사- ( , , )(2018)

국립국어원 학예보조 한송이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석사- ( , , )(2018)

국립국어원 학예보조 이민주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석사- ( , , )(2019)

주 더아이엠씨 강현아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석사- ( ) ( , , )(2019)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과정 에 의한 인력 배출‘ · ’②

상생문화연구소 칸 앞잘 아흐메드 참여대학원생 현대문학 박사- ( , , )(2019)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한국연구재단 박사후연구원 손증상 참여대학원생 현대문학 박사- ( , , )(2019)

중국 하북대 박사후연구원 량짜오 참여대학원생 고전문학 박사- ( , , )(2019)

경북대 강사 우수영 참여대학원생 현대문학 박사- ( , , )(2019)

문화공간 시인보호구역 경영 및 경북대 강사 제갈덕주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박사- ‘ ’ ( , , )(2019)

본 사업단 교육과정의 특장인 투 트랙 운영 은 대학원 인력 배출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매‘ (Tow) ’

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학 석사 연계 과정 을 이수하고 석사를 취득한 졸업자들은 현장 실무능. ‘ · ’

력을 갖추고 관련 유관 기관에 다수 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며 석 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 ·

양성 과정 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자들은 관련 연구소 및 연구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출 인력의 이원화는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실용성 과 전문성. ‘ ’ ‘ ’

을 추구하는 사업단 아젠다가 충실히 구현된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단의 교육과정의 대표,

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사업단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과목 강의평가 환류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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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을 구축하여 사업단 개설 교과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 또한 중요한 성’

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2.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대학원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사업단에서 운영한 이러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은 대학원생의 연구 능력을 배양.

해 왔고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세를 갖춰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사, .

업단에서 운영한 연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지도교수제 의 구축과 운영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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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분과학문 체계의 학문. , ,

적 경계를 뛰어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였다 대표적인 성과가 공동지도교수제 라고. < >

할 수 있다 공동지도교수제 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에 의거하여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 < > ‘ ’ ,

는 학생에 대해 핵심 전공을 지도하는 책임 지도교수와 논문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전공교수를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함으로써 융합적 방법을 살린 창의적 논문이 산출되도록 지도하는 제도이다.

논문 주제를 고려한 참여대학원생의 공동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지도-

고전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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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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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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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년간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실적2 < >◇

연도 공동지도교수제 참여 대학원생 인원< >

2018 명 박사과정 명4 ( 4 )

2019 명 박사과정 명4 ( 4 )

공동지도교수제 관련 대표 실적으로는 년 월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 백하일기< > 2016 2 ‘ (白下日『

의 서술방식과 그 문학적 성격 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세기 초반 만주 이주 영남 출신) ’ . ‘20記 』

지식인의 한시 연구 라는 논제를 연구한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고전문학 지도교수와 현대문학’

지도교수의 공동 지도를 받아 제출한 성과이다 이 논문이 비록 고전문학 논문이기는 하지만 세기. , 20

초반 근대와 전근대가 공존하는 시공간 속에서 창출된 한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에 현대문학 전공

교수의 지도가 논문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 이 학생은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공동지도교수제 를 통해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 > .

생들은 공동지도교수제 를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 >

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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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술 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실시2) < >

본 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쌍방향멘토제 는 내외국인 대학원생을 쌍방향 멘토로 지정하‘ ’

여 학술적 차원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고자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쌍방향멘토제 의 운영. ‘ ’

에 의해 학생 상호 간에 어학능력의 향상과 논문 작성에 있어 큰 성과를 보였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참가에 있어서도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한국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를‘ ’

추구하는 사업단의 교육목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사업기간 내 쌍방향멘토제 시행 현황 총 건< > ( 9 )◇

최지현 국어학 박사과전 정해연 프랑스 박사과정- ( ) - ( , )

정의철 국어학 박사과정 쯔즈웨이 중국 국어학 박사과정- ( ) - ( , )

현영희 국어학 박사과정 탄나나 중국 국어학 박사과정- ( ) - ( , )

이수진 국어학 박사과정 정해연 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 ) - ( , )

김세연 강현아 국어학 석사과정 정해연 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 ( ) - ( , )

한송이 국어학 박사과정 정해연 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 ) - ( , )

최은주 고전문학 박사과정 전설련 중국 고전문학 박사과정- ( ) - ( , )

황명환 고전문학 박사과정 량짜오 중국 고전문학 박사과정- ( ) - ( , )

김소연 고전문학 박사과정 전설련 중국 고전문학 박사과정- ( ) - ( , )

쌍방향멘토제 에 의한 논문 실적< >◇

국제학술대회 발표 건(8 )

정의철 쭈즈웨이 문장 차원에서의 한국어 고 있 과 중국어 의 대조 연구- , , “- -” “ ”, “ ” ,在 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 한국어학당39, , 2013.12.

현영희 탄나나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양상 중국인 학습자의 때문 구성의 이유 표현- , , L2 - ‘ ’

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5, , 2013.12.

홍미주 위원징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 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 교육 방- , ,

안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4, , 2013.12.

이수진 정해연 최준- , , ,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조지아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

2016.09.05-2016.09.11.)

최준 정해연 김세연 강현아- , , , , “Report on the Automatic Extraction of Korean Scientific

Phrasal Term Candidates, wi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Corpus Linguistics

영국International Conference, , 2017.07.25.)

정해연 한송이- , ,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Dialectal Headwords in the

슬로베니아Unabridged Dictionary of Standard Korean”(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

2018.07.14.~2018.07.23.)

량짜오 중국문학지리학회 중국- , “ : ”( , , 2017.07)異域與西域 燕行使對回回國的認知

전설련 중국문학지리학회 제 회 연회 및 제 회 석박사 국제학술대회 중국- , 9 6 , ( ,論壇

2019.08.09.~2019.08.13.)

사업단 주최 전문가 및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3)

본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문화어문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해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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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전문가 및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사업단 아젠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방법 및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대학원생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업.

기간 내 전문가 초청 특강 운영 실적은 총 회에 이르며 연 회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19 3 .

최근 년간 전문가 초청 특강3 < >①

신해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역어문학과 문화가치 연구의 전개와 전망- ( ), , 2017.05.26.

최운호 목포대 교수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자료의 분석- ( ), Humanities Computing: , 2017.06.09.

이민영 일본 마치야마 대학 교수 일본 내 한국학 전문 인력 진로 현황과 전망- ( ), , 2018.01.19.

황후영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어 전공자의 해외취업을 위한 도전과- ( ),

현실, 2018.07.03.

권보드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운동의 문화사- ( ), 3.1 , 2018.10.25.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술원 교수 서양 고전문헌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 , , 2018.11.16.

최전승 전북대 명예교수 공시적 음운현상들의 표면적 수렴과 상이한 역사적 내적 과정- ( ), ,

2019.04.19.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 년 회 진행< > (2019 , 2 )②

김대식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데이터로서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위한 프- ( ),

로그래밍 언어의 활용, 2019.8.12.~8.18.

안찬순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문학사상의 원천과 전파- ( ), , 2019.08.22.

최근 년 간 해외석학 초청 특강 운영 실적 총 회 연 회 목표 초과 달성3 < > ( 17 , 2 )③

김호웅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조선문학의 거장 김학철- ( ), , 2017.06.23.

와다토모미 일본 도야마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문화어문학 연구에서 참조본 비교 방법론의 활- ( ),

용방안 제안, 2017.09.18.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교수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역사관- ( ), , 2017.09.25.

로스 킹 캐나다 대학교 조선후기 서상기 주석군과 문학적 속어 문제- ( UBC ), Out of the Margins: ,

2018.03.13.

배준영 중국 산동대학교 위해 캠퍼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연구- ( ), , 2019.01.25.

후쿠이 레이 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 신페이와 오구라 문고에 대하여- ( ), , 2019.05.03.

해외 초청 간담회 운영 실적 년 회 진행< CEO > (2019 1 )④

아이란 커널만 사전 및 사전학과 언어데이터 산학협력 현황과- , : the K Dictionaries & Lexicala

활용 사례(2019.08.30.)

지역 밀착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4)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과 밀착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

의 현장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을 발굴하고 지역어문학 자산을 재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왔다 또한 본, .

사업단이 추구하는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지역 문화어

문학에 대한 현장감각과 관련 연구방법론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장학습 프로.

그램은 다수의 학술대회 발표 실적과 논문 게재 실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년간의 사업단 주최 현장조사 프로그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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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①

장소 일시 경북 안동시 및 영양군 일대- ( ): (2017.04.12.)

주제 경북 출신 문인들의 문학 생성 공간 연구- :

활동 안동 이육사 문학관 탐방 및 이육사 선생의 딸 이옥비 여사 대담 영양 조지훈 문학관 탐- : ,

방 및 전문가 특강 주실마을 탐방 주제 관련 대학원생 발표, ,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②

장소 일시 대구 도심 소재 대구문학관 작은 문학관 희움 역사전시관 예술컨텐츠 협- ( ): , 264 , , ETC

동조합 등 (2017.07.05)

주제 지역 근대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활동 문학관 탐방 및 전문가 특강 북성로 문화콘텐츠 개발사례 발표 및 토론 활동- : ,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 학부생 대학원생 공동조사( · )③

주제 예천 지역의 방언 조사 및 음식디미방 의 맛질방문 어휘와 내용 조사- : < > ‘ ’

장소 일시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맛질마을- ( ): (2017.08.10.)

활동 주제 관련 자료 조사- :

학부 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학습-④

장소 일시 서울 경기도 일대- ( ): , (2017.08.31.~9.2.)

주제 서울 경기권 한국어문학 및 문화콘텐츠 현장조사- :

활동 파주출판단지 용인 심곡서원 광주 만해기념관 남한산성 양평 잔아 문학박물관 세종- : , , , , ,

대왕릉 등 문화어문학 지역 탐방 기념관 소속 전문가 특강 및 참여대학원생 발표, ,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 답사⑤

장소 일시 청호서원 무동재 구암서원 향토문화 테마전 등- ( ): , , , DGB (2017.10.25.)

주제 대구 근대 문인 및 교육 공간과 문화콘텐츠- :

활동 주제 관련 현장 답사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 사례 발표- : ,

경북 안동 지역 대학원생 공동조사· )⑥

장소 일시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 ): (2017.08.27.~28.)

주제 안동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및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례의 어휘 조사- :

활동 안동 지역어 음운 조사 조사 설문지 훈민정음 해례본 어휘 항목 조사 안동지역 지칭어- : ( ), ,

및 호칭어 조사

학부 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학습-⑦

장소 일시 하동 남해 거제 양산 경주 등 영남지역 일대- ( ): , , , , (2018.08.30.~9.1.)

주제 영남지역의 어문학 및 독서문화 콘텐츠 현장조사- :

활동 하동 평사리 문학관 남해 유배문학관 등 문학관 탐방 및 전문가 특강 김해 국립 박물관- : , ,

탐방 및 도서문화대전 참가 등을 통해 어문학을 기반으로 한 독서문화 콘텐츠 생산 현장 조사 참여,

대학원생 발표

경북 경주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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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일시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 ( ): (2019.05.24.)

주제 경북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및 문학 생성 공간 조사 연구- :

활동 동학가사 및 관련 유적 조사 김동리 소설 관련 장소 조사 예기소 등 목월 복원생가 탐- : , ( ),

방 및 목월 자료 조사

경북 안동 지역 현장조사 학부생 대학원생 공동조사( · )⑨

장소 일시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일대 한국국학진흥원- ( ): , (201907.26.~27.)

주제 국학진흥원 자료 및 안동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

활동 국학진흥원 자료 열람 및 연구위원 특강 안동 지역어 음운 조사 및 윷놀이 놀이 문화 관- : ,

련 어휘 조사 주제 관련 참여대학원생 발표,

이외에도 대학원생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다수의 장단기 국외연수를 기획하기도 하고 월 회 개최하는 전공, 1

별 집담회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업단 차원의.

이러한 연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들은 결국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이‘ ’

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단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사업단 교육 목표와 연계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실적3.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를 위해 단계별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화 교육프로그‘ ’

램을 추진하였다.

단계 기초역량강화 학술적 맥락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1 : - /

단계 국제적 성과물 산출의 준비 국외 연구 동향 파악 기회 제공2 : -

단계 국제적 성과물 산출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투고 및 게재 지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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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과목을 년 학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한국< )> 2014 1 , <

어논문작성법 과목을 년 학기부터 각각 연간 회씩 정기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 2015 1 1 .

두 번째 단계는 국제적 성과물 산출의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

는 기회를 본 사업단에서는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장 단기 국외 연수 참여를 지원하고 문화어문학. ,∙

연구와 관련된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을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위의 두 단계를 통해 함양된 국제화의 능력을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와 연결

하여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였다 본 사업단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신청 심사 발표 수락 발. , , ,

표 및 참가 등의 과정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심사 게, ,

재 등의 과정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지 게재의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과정 전반을 지원하

였다 이러한 단계별 국제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및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1) < > < >

년도 학기 영문학술논문작성법 및 년도 학기 한국어논문작성법 신규 개설- 2014 1 < > 2015 1 < >

연 회 지속적으로 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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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학술논문작성법 의 경우 원어민 강사를 초빙- < >

한국어논문작성법 의 경우 한국어교육 전공자와 문학 전공자의 팀티칭으로 운영- < >

실제 학술 논문 작성과 관련된 언어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 배양-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2)

매년 회 해외 석학 초청 특강 개최- 2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회의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운영- 15

사업단 주최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실적◇

차 베르너 삿세 독일 보훔대 외국인이 본 한국고전과 고전문학- 1 (2013.12.10.): ( ), < >

차 신성철 호주 뉴사우스 웰즈대 호주의 한국학 동향과 향후 과제- 2 (2014.02.20.): ( ), < >

차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 레이타쿠대 동경대 문학부 소장 오구라문고에 대- 3 (2014.05.24.): ( ), <

하여>

차 방동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미국에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4 (2014.07.09.): ( ), < >

차 강승철 중국 하얼빈사범대 신화시대의 중 한 비교- 5 (2014.11.10.): ( ), < , >

차 양바오중 중국 하북대 불교 문화가 근대 한자에 미친 영향- 6 (2015.05.18.): ( ), < >

장지엔윈 중국 하북대 중국에서 본 한국의 문화산업 연구( ), < >

차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 흥부전 의 재발견 조선중기 상속제도와- 7 (2015.05.20.): ( ), <‘ ’ -

관련하여>

차 전건민 중국 하북대 의 에 논하여- 8 (2015.12.01.): ( ), < < > >魯迅 野草

양춘승 중국 하북대 고려본 용감수경 을 이용한 의 고증과 해석( ), < < > >疑難字

차 이노우에 후미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9 (2016.06.23.): ( ), < >

차 김호웅 중국 연변대 중국조선족문학의 거장 김학철 김학철 연구의 시- 10 (2017.06.23.): ( ), < -

각과 방법>

차 와다 토모미 일본 토야마대 문화어문학 연구에서 참조본 비교 방법론의- 11 (2017.09.18.): ( ), <

활용 방안 제안>

차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역사관- 12 (2017.09.25.): ( ), < >

차 로스 킹 캐나다 대 조선후기 서상기 주석군과- 13 (2018.03.13.): ( UBC ), <Out of the Margins:

문학적 속어 문제>

차 배준영 중국 산동대 위해 캠퍼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연- 14 (2019.01.25.): ( ), <

구>

차 후쿠이 레이 일본 도쿄대 오구라 신페이와 오구라 문고에 대하여- 15 (2019.05.03.): ( ), < >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및 논문 게재 실적3)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계획과 현황◇

연도 국제학술대회 발표 계획 국제학술대회 발표 현황

2013 1 1

2014 3 4

2015 4 5

2016 5 5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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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참여대학원생의-

수는 현재 모두 명29

기타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 실적 건과 국제저술활동 실적도 건이 존재- 5 3

기타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건(5 )◇

칸앞잘아흐메드 한국의 만세전 과 인도의 이것이 바로 나의 모국이다 에서 나타난 시대- , ‘ < > < >

상황 비교 연구 국제고려학 호 국제고려학회’, “ ” 15 , , 2014.03.

량짜오 호- , ‘ - < > ’, “ ” 43 , ,抗戰前文學的覺醒 以 遼寧隨筆爲 中心 理論前沿 甘肅省婦女聯合會

2015.04.

량짜오 호- ,‘ ’, “ ” 543 , ,中韓文化産業的協力方案探究 靑年文學家 黑龍江省文學藝術界聯合會

2015.05.

칸앞잘아흐메드 이광수의 무정 과 타고르의 고라 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국제- , ‘ < > < > ’, “

고려학 호 국제고려학회” 16 , , 2016.03.

칸앞잘아흐메드 한국의 서유기 와 중국 인도 작품 원승기와의 상관성 한국학연구논문- , ‘ < > ’, “

집 중국문화대학교 대만”, ( ), 2017.01.

참여대학원생의 장 단기 국외 연수 실적4) ·

참여대학원생의 장 단기 국외 연수 현황◇ ∙

구분 연도 횟수 연수국가 연수 인원

장기 연수
2016 1 이탈리아 5

2017 1 미국 1

단기 연수

2013 1 중국 8

2014 3 중국 미국, 13

2015 2 일본 중국, 9

2016 3
중국 러시아, ,

인도네시아
13

2017 1 영국 1

2018 3
이집트 중국, ,

영국
8

2019 1 중국 4

사업단 지원 단기연수는 총 회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원은 모두 명이 참여- 14 56

사업단 지원 장기연수는 총 회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원은 모두 명이 참여- 2 6

본 사업단의 국제화 실적은 사업 시작 이후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 명 발표 논문 수 건 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기준을 충족한 국제30 ( 36 )

2018 7 6

2019

상반기( )
3.5 8

합계 28.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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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에 참여한 바 있으며 더불어 다수의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해외 석학 초청 특강 등이, ․

사업단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제화 실적은 사업단 자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취를 이룬 것으.

로 평가 받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 사업단의 국제화 교육 실적은 본 사업단의 교육 부분.

우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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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단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7.1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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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의 연구비전 및 달성 전략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을 통해 소통과 융합의 인문정신을 구현하고 위기에 빠진 한국어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문화어문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그 동안 축적해 온 지역어.

문학 연구의 발전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단의 연구 비전인 한국 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 영, ‘ ’, ‘

남문화에 대한 재발견 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강화 를 위해 노’, ‘ ’, ‘ ’

력한 시간이었다 또한 본 사업단은 이러한 연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단 참여 인력의 연구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어문학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

육과정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문화어문학관련 대학원 교육과정의 끊임없는 개선과 차질 없는 운영 사업. ,

단 자체 공동세미나 및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당초 사업단이 기획했던 연구 목표를 어,

느 정도 성취했던 시간이었다 이와 함께 지역 어문학 현장 조사 및 지역 밀착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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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여 사업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연구의 실용화를,

위해 영남지역을 북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현장 실습과 자료 수집 및 체계화를 시도, ,

하였다 또한 사업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검증하는 단계 학술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 3 ,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의 확산과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류와 이를 통한 장 단기 연수 및 공동 세미나 그리고 해외석학 초청특강 등을 추· ,

진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들은 문화어문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왔다 이러한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비전1.

한국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1)

한국어문학 연구 결과의 핵심 수용(1)

축적된 지역어문학 연구의 적극적 활용(2)

과거와 현재의 어문학적 소통(3)

학문 내적 상생구도 실현(4)

인접 학문의 수용과 문화편향주의 극복(5)

문화어문학을 통한 학문 연대의 실현(6)

영남문화에 대한 재발견2)

문화의 생성 및 향유공간으로서의 영남 이해(1)

지역 밀착형 연구를 통한 향토애 제고(2)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문화어문학(3)

여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영남의 정체성 구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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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3)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문제의식 제고(1)

지역어문학 연구의 효용성 극대화(2)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어문학 자산 제공(3)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강화4)

글로벌 수준의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인력 양성(1)

번역을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2)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3)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화(4)

사업단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2.

연구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단의 구성과 역할 분담1)

사업단의 구성(1)

사업단 구성 현재( )◇

단장 총괄책임 백두현 교수- ( ) :

부단장 김주현 교수- :

운영위원 백두현 교수 사업단장 김주현 교수 사업단 부단장 최은숙 교수 김진웅 교수- : ( ), ( ), ,

사업단 실무추진위원 김주현 정우락 남길임 김덕호 서혜은 최은숙 김진웅 교수- : , , , , , ,

자문위원 관계기관장- :

자체평가위원 교내인사 인 교외인사 인 총 인- : 3 , 3 , 6

본 사업단은 위와 같은 인적 구성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체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전문가를 자체평가 위원으. BK

로 위촉하여 사업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체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자체평가 실시 내역◇

차년도 자체평가<3 >

평가 대상 기간 년- : 2015. 3. 1.~2016. 2. 29.(1 )

자체 평가 위원-

교외 강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류 군산대 국어국문학과 진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00( ), 00( ), 00( )

교내 사업단 소속 백두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사업단장 정우락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참여( ) : ( , ), ( ,

교수 남길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참여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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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자체평가<4 >

평가 대상 기간 년- : 2016. 3. 1.~2017. 2. 28.(1 )

자체 평가 위원-

교외 강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류 군산대 국어국문학과 진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00( ), 00( ), 00( )

교내 사업단 소속 백두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사업단장 정우락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참여( ) : ( , ), ( ,

교수 남길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참여교수), ( , )

본 사업단은 재선정 평가 이후 차년도와 차년도 자체 평가 그리고 년 성과평가를 토대로 자체3 4 , 2018 ‘

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하고 사업단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

로 노력하였다.

연구 분과별 역할과 참여교수(2)

본 사업단의 연구 과정은 자료조사 및 질서화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국제‘ ▶ ▶

화 로 크게 단계로 나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본 사업단은 연구의 효율성과 각 참여교수의 학문적’ 3 .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 연구 인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분과에는 책임교수를 선정하여 분과 연구의 전.

반을 관할하게 하고 이들 세 연구 분과가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

연구 분과별 역할과 참여인력◇

자료조사 및 질서화 김주현 김덕호 서혜은 교수 신진연구인력: , , , 1①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질서화하는 일을 주관▹

이론 개발 및 연구 정우락 김진웅 교수 신진연구인력: , , 2②

추출된 자료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이론개발 및 적용 등 연구를 주관▹

실용화 및 국제화 남길임 최은숙 교수 신진연구인력: , , 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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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

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분과의 대표 참여교수 김주현. ,

교수는 자료 발굴과 원전 또는 저자 확정 작업에 주력하면서 최근 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모두2

편의 논문을 실었다 사회언어학 전문가 김덕호 교수는 지역 방언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다수의 논문5 . ·

을 학계에 제출하여 방언 자료 수집과 질서화에 기여하였다 서혜은 교수는 고전소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질서화하여 그 연구 결과를 다수의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

이론 개발 및 연구 분과 대표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는 수집 정리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

로 다수의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다 특히 영남지역의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제출한 바 있.

으며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이론 개발의 선두에 섰다 김진웅 교수는 최근 사업단에 참여교수, .

로 합류하였으나 의미론과 화용론을 아우르는 언어학 이론의 전문가로서 향후 사업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용화 및 국제화 분과 대표 참여교수인 남길임 교수는 언어 자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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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제시하여 한국어문학의 실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사업단의 국,

제화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최은숙 교수는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 '

한 비판적 고찰 과 같은 논문을 통해 한국어문학의 대표적 자산인 아리랑의 국제화 방향을 고찰한'(2017)

바 있을 정도로 한국어문학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자신이 속한 연구 분과의 역할에 맞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의 연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영남의 권역 설정과 현장 밀착 연구 실적2)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해 문화론적 연구를 지향한다 이에 현장 밀착 연구를 지향.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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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

구에 매진하여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확산하였다.

년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2016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 ”(2016.7.15.)① Ⅲ

지역 어문학과 매체“ ”(2016.8.16.)②

년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지역 어문학의 국제화- 2017 : (2017.8.17.)

위에서 제시한 학술대회 이외에도 지금까지 사업단 주최 다수의 학술대회를 통해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

의 가치와 국제화 방향을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데 집중하였다, .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의 권역별로 문화어문학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현장과,

연구의 소통을 지향하였다 최근 년 동안의 사업단 주최 현장조사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

최근 년간의 사업단 주최 현장조사 프로그램3◇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학습①

장소 일시 경북 안동시 및 영양군 일대- ( ): (2017.04.12.)

주제 경북 출신 문인들의 문학 생성 공간 연구- :

활동 안동 이육사 문학관 탐방 및 이육사 선생의 딸 이옥비 여사 대담 영양 조지훈 문학관 탐방- : ,

및 전문가 특강 주실마을 탐방 주제 관련 대학원생 발표, ,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답사②

171-346



- 5 -

장소 일시 대구 도심 소재 대구문학관 작은 문학관 희움 역사전시관 예술컨텐츠 협동조- ( ): , 264 , , ETC

합 등 (2017.07.05)

주제 지역 근대어문학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

활동 문학관 탐방 및 전문가 특강 북성로 문화콘텐츠 개발사례 발표 및 토론 활동- : ,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 학부생 대학원생 공동조사( · )③

주제 예천 지역의 방언 조사 및 음식디미방 의 맛질방문 어휘와 내용 조사- : < > ‘ ’

장소 일시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맛질마을- ( ): (2017.08.10.)

활동 주제 관련 자료 조사- :

학부 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학습-④

장소 일시 서울 경기도 일대- ( ): , (2017.08.31.~9.2.)

주제 서울 경기권 한국어문학 및 문화콘텐츠 현장조사- :

활동 파주출판단지 용인 심곡서원 광주 만해기념관 남한산성 양평 잔아 문학박물관 세종대- : , , , , ,

왕릉 등 문화어문학 지역 탐방 기념관 소속 전문가 특강 및 참여대학원생 발표, ,

대구 근대 문화어문학 현장 답사⑤

장소 일시 청호서원 무동재 구암서원 향토문화 테마전 등- ( ): , , , DGB (2017.10.25.)

주제 대구 근대 문인 및 교육 공간과 문화콘텐츠- :

활동 주제 관련 현장 답사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 사례 발표- : ,

경북 안동 지역 대학원생 공동조사· )⑥

장소 일시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 ): (2017.08.27.~28.)

주제 안동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및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례의 어휘 조사- :

활동 안동 지역어 음운 조사 조사 설문지 훈민정음 해례본 어휘 항목 조사 안동지역 지칭어 및- : ( ), ,

호칭어 조사

학부 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학습-⑦

장소 일시 하동 남해 거제 양산 경주 등 영남지역 일대- ( ): , , , , (2018.08.30.~9.1.)

주제 영남지역의 어문학 및 독서문화 콘텐츠 현장조사- :

활동 하동 평사리 문학관 남해 유배문학관 등 문학관 탐방 및 전문가 특강 김해 국립 박물관 탐- : , ,

방 및 도서문화대전 참가 등을 통해 어문학을 기반으로 한 독서문화 콘텐츠 생산 현장 조사 참여대학원,

생 발표

경북 경주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조사⑧

장소 일시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 ( ): (2019.05.24.)

주제 경북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및 문학 생성 공간 조사 연구- :

활동 동학가사 및 관련 유적 조사 김동리 소설 관련 장소 조사 예기소 등 목월 복원생가 탐방- : , ( ),

및 목월 자료 조사

경북 안동 지역 현장조사 학부생 대학원생 공동조사(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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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일시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일대 한국국학진흥원- ( ): , (201907.26.~27.)

주제 국학진흥원 자료 및 안동 지역의 언어문화 현장 조사- :

활동 국학진흥원 자료 열람 및 연구위원 특강 안동 지역어 음운 조사 및 윷놀이 놀이 문화 관련- : ,

어휘 조사 주제 관련 참여대학원생 발표,

본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권역별 현장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고 문화,

어문학 연구와 현장이 연계됨으로써 지역 밀착 연구를 지향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 시스템 구축3)

본 사업단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전공 상호간의 융합적 연

구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 사업단의 학.

술대회는 세 단계로 진행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업단 자체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단의 연구. ,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개최 계획◇

단계 전공별 학술대회 각 전공 분야에 적합한 문화어문학 방법론 개발과 적용 연 회 이상- 1 ( ) : ( 2 )

단계 전국학술대회 전공 간 융합적 연구 관점을 검증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 2 ( ) : ,

해 문화어문학의 이론과 적용을 검토 연 회 이상( 1 )

단계 국제학술대회 국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문화어문학 연구의 세계화 가능성 타진 연- 3 ( ) : , ( 1

회)

재선정 이후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개최 실적(2016~2019)◇

차년도- 4 (2016)

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 회 개최(6 )①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회 개최(2 )②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 ”(2016.7.15.)Ⅲ

지역 어문학과 매체“ ”(2016.8.16.)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회 개최(1 )③

언어생활과 문화“ ”(2016.11.17.~18.)

차년도- 5 (2017)

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 회 개최(6 )①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회 개최(1 )②

지역 어문학과 세계화“ ”(2017.8.17.)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회 개최(1 )③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 , ”(2017.11.9.~10.)

차년도-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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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 회 개최(6 )①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회 개최(1 )②

지역 어문학과 지역문화“ ”(2018.8.17.)

사업단 주최 국제학술대회 회 개최(1 )③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 ”(2018.9.13.~14.)

차년도 까지- 7 (2019.8. )

사업단 자체 전공별 학술대회 회 개최(3 )①

사업단 주최 전국학술대회 회 개최(1 )②

지역 어문학의 현실대응“ ”(2019.8.23.)

본 사업단은 최근 들어 당초 계획한 것보다 횟수와 규모를 늘린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

였고 이러한 학술대회를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특히 전국 단위의 학술대회, .

를 이전보다 회 더 개최하여 국내 연구자들과의 소통의 길을 늘렸고 국제학술대회를 연 회 지속적으로1 , 1

개최하여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는 사업단이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의 확산4)

본 사업단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협력기관과 본 사.

업단의 연구 결과를 대중화하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거나 참여하였다.

학내협력기관(1)

인문과학연구소 영남문화연구원 문화산업연구소 한국어문화원- , , ,

학외협력기관(2)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남명학연구원- , , , , ,

더아이엠씨 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국립국어원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국립한글박물관 한국( ), , , , ,

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경상남도 사천문화원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경상북도 상, , , ,

주문화원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 , , ,

원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 남명학연구원 임고서원 동리목월문학관, , , , ,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3)

운경재단 치유인문학 대구시청 대구시민대학 한국출판진흥원 길 위의 인문학 상주향교 선비- ( ), ( ), ( ), (

문화아카데미 한국국학진흥원 도민의식 함양 연수 성주문화원 경북선비아카데미), ( ) ( )

본 사업단의 아젠다는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젠다‘ ’ .

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남지역의 문화원과의 협력 관계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단은 영남 각 지역의 문화원과 문학관 서원 등과 지역문화 관련 연구와. ,

교육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

174-346



- 8 -

또한 본 사업단은 지역의 문화원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역 어문학 및 문화 관련 용역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간 인적 교류 및 자료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고자 노력였다 현재 협력관계에 있는 외부기관과의 교류가 더욱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

안을 본 사업단은 마련할 것이며 협력기관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및 기획 실적5)

본 사업단에서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일반인 대상의 강연을

기획하고 외부기관의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반인 대상의 강연 실적과 강연 기획 실적은, .

다음과 같다.

참여인력 대중 강연 실적 최근 년 이내( 3 )◇

참여교수 대중 강연 실적 총 건- ( 72 )

신진연구인력 대중 강연 실적 총 건- ( 20 )

참여대학원생 대중 강연 실적 총 건- ( 12 )

참여인력 대중 강연 기획 실적◇

정우락 운경재단과 함께하는 치유인문학 강좌 월 회- , , 1 (2016.3.~2017.2.)

정우락 영남유학연구회 공동 문화과정 강좌 월 회 현재- , , 1 (2016.3.~ )

사업단 참여인력 매체 기고 실적◇

부터 영남일보에 사업단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들이 문화어문학에 대한 칼럼을 게재- 2019. 5. 2.

현재 총 회 연재- 16

그 외 참여교수들은 각종 신문에 다수의 칼럼을 기고-

사업 기간 내 인문교양서 간행 실적 총 권( 12 )◇

김재석 천일야화 평민사- , , , 2014.

이상규 한글 고문헌을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 도서출판 경진- , , , 2014.

백두현 한글편지에 담긴 사대부가 부부의 삶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교양총서- , , ( ),2015.

이상규 이상화 문학전집 도서출판 경진- , , , 2015.

백두현 남길임 김덕호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 , , , , 2016.

이상규 월의 시 작가와비평- , 13 , , 2016.

서혜은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 , 2017.

남길임 외 한국어텍스트 감성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17,

김주현 화두를 찾아서 문학의 화두 삶의 화두- , - , , 2017.

백두현 외 도동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 , 2019.

정우락 외 덕천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 , 2018.

정우락 외 회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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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학의 세계화 전략 강화6)

글로벌 수준의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인력 양성(1)

대학원 교육과정에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신설 원어민 강의- < > ,

국제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국외 장 단기 연수 프로그램 지원- ·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쌍방향 멘토제 적극 시행- < >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 활용-

번역을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2)

한국어문학 자산의 국제화를 위한 번역 인력 양성-

최근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이 중심이 되어 번역서가 다수 편찬-

참여대학원생 번역서 발간 중국하남성인민출판사- : < - >(2016, )自然與倫理 韓國吳晩煥詩與詩評選集

참여대학원생 참가 번역서 출간 도서출판바닷바람 공역 출간 예정 등- : < >, ( , 2019. 9. )晏子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3)

사업단 주최 국외 장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어문학의 세계화 가능성 점검- ·

참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문화어문학 논문 발표-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방향성 논의-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화(4)

최근 중국 영파대학교 및 중국 광주대학교 등과의 교류를 통한 참여대학원생 단기연수 실시-

현재 하버드대하교 한국학센터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하얼빈 사범대학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 , ,

교 등과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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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진의 구성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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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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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구성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사업단장의 연구 행정 역량 및 수행 의지1. ,

사업단장의연구역량1)

양적질적으로 공인된 연구 업적(1) ․

본 사업단의 단장인 백두현 교수는 본 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를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연구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 백두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업적에 등재된 논문이 여 건 단행본이 여 건으로. 130 , 30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논저를 발표해 온 까닭에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

다 이 연구 논저 중에서 우수 연구 업적으로 공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우수 성과 선정 년 월(2007 12 )①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연구 어문론총 호- < >, < > 41 , 2006.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년 대표성과 선정 년 월10 (2012 12 )②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 - >, < > 97

호,2004.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연구 한글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호- < - >, < > 42 ,2005.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 - >, < > 41

호,2006.

우수 학술 도서 및 우수 교양 도서 선정③

현풍곽씨언간주해 태학사 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 < >, ,2003 -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 < >, ,2005 -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출판사 문화관광부우수학술도서- < >, , 2006 -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문화관광부우수교양도서- < , , 2011 -》

한글문헌학 태학사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 < >, , 2015 - ( )

문화어문학 관련 사업단장의 연구 활동과 성과(2)

문화어문학이란 한국어문학 자산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국제화라는 세, ,

단계를 포괄한다 사업단장은 이러한 문화어문학의 목적에 걸맞은 연구 활동을 직접 실천해 왔다 다수. .

의 한글 문헌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했으며 이들을 현대화하여 실용적 문화자원으로 가공하는 데 학문적,

정열을 쏟아 왔다 사업단장의 연구 업적으로서 본 사업단의 연구 방향에 특히 부합되는 성과를 들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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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한글 음식 조리서 연구를 통한 조리 용어 통합검색시스템 개발(2007~2008)①

음식조리서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가사 활동의 중심을 이루던 음식조리법을 한글로 필사한 자료이다.

사업단장 백두현 교수는 필사본 음식조리서를 판독하여 현대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상세 색인이 붙은 말

뭉치로 가공하여 구축 및 검색시스템 개발을 수행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누리집DB .

의 토대연구 에서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어 서비스 되고 있다< DB> .(http://ffr.krm.or.kr/base/td003/

이 결과물은 조선시대의 한글필사본을 되살려 현재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한browse_year.html)

전형적 사례이다 이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명의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였. 3

고 조리 어휘의 사전학적 연구에서도 편 이상의 논문이 창출되었다 또한 이 사업의 결과물은 한국전, 5 .

통음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초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주관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사업 참여‘ ’②

사업단장은 년 년에 걸쳐 구축되고 개관된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사업2001 ~2005 (www.hangeulmuseum.org)

에 핵심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사업은.

년에 착수되어 년에 역사관 조형예술관을 개관하였고 이어서 년에 학술정보관 년에2001 2002 , , 2003 , 2004

교육문예관 년에 미래관을 개관하였다 년부터는 통합검색서비스기능을 구비하였다 사업단장, 2005 . 2006 .

은 한글박물관 전체의 기획과 구성에 역할을 했으며 특히 기본 메뉴에 설정된 생활 속의 한글 은 구, ‘ ’

성 집필 자료 구축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 .

옛 한글문헌 언간 음식조리서 의 실용화를 위한 주석 번역 작업( , ) ·③

한국의 어문학 자산 중 당대의 생활문화와 가장 밀착된 것은 언간 한글편지 과 한글 음식조리서이다( ) .

사업단장은 오랫동안 언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으며 특히 현풍곽씨언간주해 를 출판하여 옛 편지를< >

현대인을 위한 삶의 자산으로 재창조하였다 또한 음식조리서의 가장 중요한 고전인 음식디미방 을. ‘ ’

주해하여 국어사 연구는 물론 전통 한식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이어서 규장각 소장의 음식조리서.

세 가지를 묶어서 주해 번역하여 주방문정일당잡지주해 를 출판하였다 국어사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 > .․

울이지 않았던 자료에 주목하여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여 한식 연구자들의 기본 자료로 제공하엿다.

한국어문학 자원의 현재화를 위한 대중교양서 저술 및 대중 강연④

사업단장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대중 교양도서 출판과 대중 강연을 통해 실

천해왔다 경상도 사투리의 말맛 커뮤니케이션북스 은 사투리에 담긴 이야기를 교양도서에 담아. < >( , 2006)

낸 것이고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은 조선시대 선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구,< >( ,2011)

체적으로 그려내어 선비상을 현재화하기 위한 교양도서이다 한글 편지에 담긴 사대부가 부부의 삶 한.< >(

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교양총서 은 한글 편지에 그려진 부부의 사랑과 갈등을 이야기 방식으로 전2015)

개한 교양도서이다 아울러 사업단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역의 문. .

화원과 서원 등에서 한글 편지 훈민정음 지역어 등에 대한 강연을 하여 학문성과를 대중이 향유할 수, ,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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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종가 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연구 사업 수행⑤

경상북도 도청에서 년 월부터 년 월에 걸쳐 경북이 종가 음식조리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2014 6 2015 2

재하기 위한 기초 연구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단장은 이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아 명의 외국인 교수. 2

일본 중국 및 국내 교수 명 백두현 남( HaradaNobuo, )( , ) 6 ( ,原田信男 士 大學 趙建民 山 旅游 院国 舘 东 职业学

권희 주영하 배영동 정혜경 허성미 과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종가음식 조리서의 가치를 밝히고, , , , )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 사업은 종가 음식조리서가 한국인의.

식생활 미친 영향과 세계 음식문화에 끼친 영향을 밝혔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

을 수행한 것이다.

훈민정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연구 수행⑥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에서는 훈민정음에 태생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보편‘ ’(2016)

적 가치가 민주성 과학성 철학성임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힌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는, , .

한국인의 삶 속에 살아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보편적 가치가 인류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를 논하였다.

한국 전통 음식문화를 대상으로 한 문화어문학적 연구 수행⑦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 맛 표현의 연구 는 한국 음식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맛 표(2014)

현법을 여개의 음식 조리서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연구한 것이다 음식문화와 국어학 연구 방법론을 결20 .

합시킨 연구로 문화어문학의 특장을 살린 논문이다.

사업단장의 행정 역량2)

본 사업단의 단장인 백두현 교수는 연구소 운영 및 연구단체 운영에 참여하여 연구조직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특히 백두현 교수가 원장 직을 수행했던 기간 중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연구기관뿐,

아니라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으로서 안정적인 행정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 사업단의 단.

장을 년 월부터 맡아오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 사업단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2013 9 .

업단의 사업단장이 수행한 연구행정 및 교내외 행정 경력은 다음과 같다.

연구단체 운영 경력 및 성과(1)

훈민정음학회 회장 국제학술대회 회 개최 영문- 2010. 1.~ 2011. 12. : 2 (SCRIPTA2010,SCRIPTA2011) ,

국제학술지 를 회 간행SCRIPTA 2

국어사학회장- 2013. 1.~ 2015. 2.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교양시민인문강좌 칠곡군 인문학 축제 등을 통한- 2010. 9.~ 2012. 8. : ,

인문학 대중화 지역사회 인문학 보급을 위한 인문대학 열린 인문학 센터 개설,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원장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선정- 2005. 10.~ 2007. 10. :

현재 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장- 2013. 9.~ . B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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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종가 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연구 사업 연구단의 연구 책임자- 2014. 6.~ 2015. 2.

수행

산학협력활동(2)

경상북도 도청 새경북위원회 위원- 2006. 5.~2008. 4.

칠곡군청 평생학습 교육관 운영위원- 2010. 9.~2011. 10.

경상북도 여성정책 개발원 자문위원- 2011. 11.~2013. 10.

경상북도 도청 지명위원회 위원- 2016. 11.~2019. 10.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이사- 2017. 4.~

사업단장의 사업 수행 의지3)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을 한국어문학 연구를 변화시키는 진원지로 만들고 나아가 이를 국제화시켜 한국

어문학 자산을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연구는 사업단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온 영역이어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점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추고 있다.

사업단장의 목표는 본 사업단을 문화어문학 이론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국제적 능력을 갖춘 학문 공동

체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과업을 실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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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넘어 현대인의, ( )

삶과 소통하고 대중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것이다 본 사업단 연구진과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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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가 이를 국제화하여 세계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본 사업단이 수행한 문화어문.

학의 연구 결과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사업단의 연구결과를 국외 관련 학자들.

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영 목표4)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영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어문학 사업단이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에 변,

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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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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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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 역량2.

연구진 구성1)

본 사업단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세 개 부문으로 참여연구진을 구성한다.

자료조사 및 질서화 김주현 서혜은 김진웅 신진연구인력- : , , , 1

이론 개발 및 연구 정우락 김덕호 신진연구인력- : , , 2

실용화 및 국제화 남길임 최은숙 신진연구인력- : , , 3

자료조사 및 질서화 부문(1)

자료 발굴 및 주석학의 완결자 김주현 교수,①

김주현 교수는 현대소설 전공교수로 현대소설 분야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매년 편씩 발표하였으며,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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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중국.

에서 신채호가 발간한 천고 호를 입수하여 그 전문을 소개하는가 하면 김동리의 소설을 발굴하여‘ ’3 ,

학계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의 성과로는 이상문학전집 전 권의 발간이 있었으며 신채호 문학연구. < > 3 , <

초 에 발간하여 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동리 소설연구 는 년> 2013 . < > 2014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실험과 해체 이상 문학 연구 는 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된, < - > 2015

바 있다 최근 년에는 화두를 찾아서 문학의 화두 삶의 화두 라는 인문교양저서를 출간하여 연. 2017 ‘ - , ’

구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김주현 교수는 진작부터 본 사업단의 연구주제의 핵심 키워드인 지역 어문학 자료의 집대성 및 문화론,

적 활용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해왔다 대구경북지역을 통해 본 한국의 지역문학 을 발표 하는가.‘ ’ (2002)

하면 이 지역의 주요 작가인 이상화와 김동리에 대한 연구도 했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

가 를 지역 사상과 접목하여 새롭게 연구하는 한편 김동리의 자료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소재’ , .

의 신문매체에 게재된 김동리의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고 김동리의 사상을 신라 화랑의 사상과 결부시켜

논의하기도 하였다 지역은 무엇보다 다양한 자료들이 산재한 곳이며 근대 형성의 기반인 동학이 형성. ,

된 곳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연구는 기대되는 바 크다 지역 문학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토대 구축 나아. ,

가 심도있는 연구로 영남어문학의 연구 나아가 어문학 연구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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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의 지역성과 대중성 연구의 적임자 서혜은 교수,②

서혜은 교수는 고전소설 전공 교수로 지역의 고전소설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

다 최근에는 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경판본 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에 대한 연. 2012 ‘

구 를 진행한 바 있으며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2014) , < >(2017) .

서혜은 교수가 주력하고 있는 서울 지역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의 토대는 본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영

남지역 문화어문학에 대한 연구와도 직결된다 경판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는 영남 지역에서 필사본.

으로 먼저 향유된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혜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영남의 서사 숙영. ‘ <

낭자전 의 대중화 양상 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남서림의 경판> ’(2015) . ‘

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사적 의미 을 통해 꾸준히 고전소설의 지역성과 대중성 연구에 매’(2016)

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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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은 교수

는 본 사업단의 적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과 소통을 지향하는 국어학 연구의 전문가 김진웅 교수,③

년 월부터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김진웅 교수는 의미론과 화용론을 아우르는 언어학 연구를 시도2019 3

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은 이러한 연구의 지향을 잘 보여주고. ‘ ’(2019)

있다 이 논문은 국어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어학회에서 주관하는 년도 학술대회에서 구문의. 2018 “

의미론과 화용론 이라는 주제를 의뢰 받아 발표한 연구 성과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년부터 현재까” , 2018

지 우수등재지로 선정되어 있는 국어학 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구문의 개념을 언어 형식과KCI < > .

기능의 기호적 결합으로 규정하고 구문이 내포하는 이론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형성과 관련된 국,

어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논의의 과정에서 정형표현이 일종의 구문으로서 화자에서 노출되고.

기억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는 등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론 개발 및 연구부문(2)

강안학의 학문적 정립자 정우락 교수,①

정우락 교수의 전공은 한국한문학과 고전비평이다 정우락교수는 성리학적 우주론이나 인식론이 문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식형상의 상관성 이론 을 창출해 학계의 높, ‘ ’

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저역서로는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남명학술상 남명학파. < >( , 1998, ),<

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대한민국학술원우수도서 조선의 서정시인 퇴계 이황 글누림>( , 2009, ),< >( ,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영남의 큰집 안동 퇴계 이황 종가 예문서원 올해의 청소년권),< , >( , 2012,

장도서 역주 고대일록 태학사 한국고전번역원의 우수번역서 지정 등이 있다),< >( , 2009, ) .

본 사업단의 연구주제인 문화어문학과 관련해 볼 때 정우락 교수는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영남, .

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쓴 조선시대 문화공간 영남 의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 한국‘ ' - ' ’( 57,

문학언어학회 조선 중기 강안지역의 문학 활동과 그 성격 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 2012), ‘ -

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감성과 문학-’( 40, , 2010), ‘

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등이 대표적 업적이다 그리고 문화사업 역시 활발하’( 5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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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하고 있다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사업 경상북도 을 년째 수행하고 있으. ‘ ( )’ 8

며 영남지역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종가 년의 초대 번역 사업을 수행하여 영, ‘ ‘ , 500 ’

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터키어로 번역한 바 있다.․ ․ ․ ․

언어문화지도 작성의 권위자 김덕호교수,②

김덕호 교수는 국어문화론 전공교수로서 국어학과 사회언어학 방언학 분야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매, ,

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단의 주제인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를 추진하는 데 차적인 자료수집. 1

과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화하는 데 적합한 연구자로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문화자원의, ‘

자료처리 방안 연구 와 같은 논문은 문화어문학자료를 질서화하고 이를 전자문화지도로 개발하는 방안’

을 제시한 내용으로 본 사업단의 연구와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영남지역의 언어추이과정을 분.

석할 수 있는 사회방언학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사업단의 목표에 맞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 ‘

언어학 이라는 새로운 언어학 분야를 소개하는 책 경제언어학 논고 역락 을 간행하고 관련 연구’ ( , , 2015)

성과도 내고 있다 이러한 실력은 년에 출판한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 이라는 책이 대한민국 학술. 2002 < >

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년에 출간한 언어지도의 미래 라는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 2006 < >

정되면서 입증된바 있다 최근에도 한어방언지리학 과 같은 저서를 꾸준히 집필하고 있다 또한. < >(2017) .

년부터 년까지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이라는 정부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본 사업단의 문화2012 2014 ‘ ’

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단계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용화 및 국제화부문(3)

국어학의 융복합 연구 선두주자 남길임 교수,①

남길임 교수는 국어정보학 한국어 사전학 전공교수로 매년 편의 논문을 꾸준하게 발표하는 한편, , 2-3

사전구축사업 각종 언어자원의 구축사업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년에는 인 공저저서인, DB . 2010 2

한국어사전편찬학개론 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년 의 손성옥 교수< > , 2011 UCLA

와 함께 에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반영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출판하여 국제적인 네JK Linguitsics

트워크와 연구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또 년에는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적인 사전학 학술대회인 유럽. 2012

사전학학술대회 에 참여하여 대학원학생들과 함께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의미주석연구(Euralex)

(Extracting and Annotating Extended Lexical Units of Culinary Terms for Korean Culinary

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당시아시아 지역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한Manuscripts of Joseon Period) , ,

발표였다 이후 년 년 년 세계한국학대회 년. 2013 The Asia Triple Helix Society, 2014 ASPCLC, 2014 , 2015

아시아사전학학술대회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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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뭉치로 구축하고 이를. DB ,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은 국어정보학 사전학 관점에서의 분석과 해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

다 향후에는 영남지역어문학의 자료 구축과 가공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한국.

학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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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고전시가 연구의 전문가 최은숙 교수,②

최은숙 교수는 고전시가 전공 교수로 매년 편 이상의 고전시가 분야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민요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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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분야에.

서는 지역 민요 전승 문제를 다룬 대구경북 지역 전통 민요 계승의 현황과 현재적 활용 과 같‘ ’(2006)

은 논문에서는 지역 노래문화의 계승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인 아리랑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아리랑 관련 민족담론의 구성양상과 의미 이후 지속적으‘ < > ’(2014)

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리랑의 역. ‘ ’(2017), ‘

사적 행로와 노래 등의 저서를 통해 아리랑의 세계화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를 학계에 제출하였다(2014) .

또한 최은숙 교수는 영남지역 기행가사 및 여성의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

과로는 친정방문 관련 여성가사에 나타난 유람의 양상과 의미 갑오열친가 와 답가 의 작‘ ’(2017), ‘< > < >

품 특성 및 전승 양상 등이 있다’(2016) .

이와 같이 최은숙 교수는 영남지역 민요 및 고전시가 분야에 있어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가 추진,

하고 있는 연구 방향은 본 사업단의 연구 비전과도 어느 정도 그 궤를 같이한다 또한 최은숙 교수는 우.

리의 고전시가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방안을 갖고 있기에 영남어문학의 세계화에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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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참여교수 비율 10 8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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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2> 최근 1년 6개월간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교수 수 (명) 10 10 10

전입 교수 수 (명) 0 0 1

전출 교수 수 (명)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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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최근 1년 6개월간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변동 내역

1 이상규 2018년 2학기 201902 전출 정년퇴임

2 김진웅 2019년 1학기 201903 전입 신규 임용

연번 성명 변동 학기 변동연월 전출/전입 변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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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9.1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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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9.1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실적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의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연구 비전과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라

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계획과 국제 학술대회 활동 및 연구활동을 강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사업 운영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 인문

사회분야 기준 충족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총 40편으로 정량적 지표를 달성하였다. 단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는 국제저명학술지 및 기타국제학술지와 국제저술활동을 포함하여 14편으로 정량적 지표를 완

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제 저술활동의 원고 작성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화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단의 연구비전과 

일치한 정도와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 실적
 

 한국학의 경우 ‘한글로 이루어진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 저명학술

지에 투고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본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에서는 KNUAH 학술지원사업(A&HCI 논

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지원), 영어논문 교정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문학 전공교수들의 해외 논문 투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단 자체에서도 ㄱ)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인센티브 제

도 운영, ㄴ)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 ㄷ)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참여교수 및 참여대

학원생의 국제학술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지원 전략의 결과 사업 기간 동안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의 실적은 아래와 같다.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의 계획과 현황

 

 

 1)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참여교수 6편, 참여대학원생 5편, 총 11편

 

(1) 정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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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當代韓國” 73권 3호,  

    2013.09.

(2) 칸앞잘아흐메드, ‘한국의 <만세전>과 인도의 <이것이 바로 나의 모국이다>에서 나타난 시대 상황   

    비교 연구’, “국제고려학” 15호, 국제고려학회, 2014.03.

(3) 량짜오, ‘抗戰前文學的覺醒 -以<遼寧隨筆爲>中心’, “理論前沿” 43호, 甘肅省婦女聯合會, 2015.04.

연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 계획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 현황

2013 1 1

2014 2 1

2015 3 4

2016 3 3

2017 4 3

2018 4 2

2019

(상반기)
2.5 0

합계 19.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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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우락, ‘韓國古代文學的文化産業化方向’, “河北大學學報“ 40호, 河北大學, 2015.03.

(5) 량짜오,‘中韓文化産業的協力方案探究’, “靑年文學家” 543호, 黑龍江省文學藝術界聯合會, 2015.05. 

(6) 김덕호·이상규,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 “Dialectologia” 16호, Universitat  

    de Barcelona, 2016.01.

(7) 칸 앞잘 아흐메드,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국제 고려학”  

    16호, 국제고려학회, 2016.03.

(8) Kilim Nam, Hyun-ju Song & Jun Choi, ‘A morpheme-based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Korean:  

    an interface between corpus-driven approach and lexicography’, “Lexicography(Journal of     

    ASIALEX)” 3/1, 2016.10.

(9) 김재석, ‘土月會の東道の上演に關する硏究’, “朝鮮學報” 241호, 2017.01.

(10) 칸 앞잘 아흐메드,‘한국의 <서유기>와 중국 인도 작품 원승기와의 상관성’, “한국학연구논문집”,  

     중국문화대학교(대만), 2017.01.

(11) 정우락, ‘韓國洛東江及其沿岸的文學的想象力 ’, “陝西理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36권, 2018.06.

 

 위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중 본 사업단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논문을 살펴보면, 김덕호·

이상규(2016)는 방언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Dialectologia’에 게재된 논문으로 언어지도 작성

을 통해 방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어문학의 국제화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Kilim Nam, Hyun-ju Song & Jun Choi(2016)은 본 사

업단의 참여교수 남길임이 제1저자로, 신진연구인력 최준이 교신저자로서 저술에 참여하였는데, 한국어

의 지역적․국부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언어 분석 방법론을 통해 한국어의 보편적 언어 

현상을 밝힌 논문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는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어문학의 보편적 논의를 

지향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의의를 가지며, 문화어문학 실천의 국제화 실현

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김재석(2017)의 논문은 토월회의 <동도>에 상연에 관한 연구로, 토월회 제3기 

공연의 해산과 관련해서 토월회 연극 <동도>와 당시 개봉한 외화 <동도>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식민

지 조선의 외국극 수용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이 논문은 다양한 문화적 접점을 통해 한국

어문학의 연구지평을 확산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 적용 및 국제화를 실

현하였다. 칸 앞잘 아흐메드(2016)는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한 논문으로 한반도의 근대전환기

의 대표 작가 중의 하나인 이광수(1892~1950)의 소설 <무정>(1917)과 인도 근대 영국 식미지 시대의 대

표 작가 중의 하나인 라빈드라 나트 타고르(1861~1940)의 대표 걸작인 <고라>(1910)에 나타나는 탈식민

성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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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는다.

 

2) 국제저술활동 실적: 참여대학원생 3편

(1) 량짜오, <自然與倫理-吳晩煥的詩與詩評選集>, 中國河南人民出版社, 2015.06.

(2) 칸앞잘아흐메드, ‘한국의 <서유기>와 중국과 인도 원숭이의 상관성 연구’, <韓國學硏究論文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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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가유, ‘趙明熙小說中的下安情感’, <韓國學硏究論文集(六)>, 中國文化大學華岡出版部, 2018.12.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량짜오는 2015년 한국의 주요 문학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한 <自然與倫理-吳

晩煥的詩與詩評選集>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국학과 관련된 국제적 연구 논문집인 <韓國學硏究

論文集>에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인 칸앞잘아흐메드와 조가유가 저술한 원고가 2017년, 2018년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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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렸으며, 해당 논문집은 단행본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2. 국제학술대회 활동 및 발표 실적
 

 본 사업단 소속 참여인력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기준 충족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은 총 

40건으로 당초 계획의 정량적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사업단의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적은 비용으

로 비교적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단의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제화할 수 있는 사업

단 주최 국제학술대회를 총 5회 개최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며, 연구 성

과를 국제적으로 검증받고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1)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계획과 현황

 

 

 ◇ 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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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수진,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focusing on ‘school violence’ text‘,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2013.

(2) 서은영, ‘Usage Patterns of ‘-keyss-’ regarding Text Genres in Korean‘,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3) 이수진,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4)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중립국의 의미 연구’,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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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백두현, ‘The Evolution of the Joseon Culinary Manuscripts and the Status of The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제1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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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계획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현황

2013 3 1

2014 5 5

2015 5 5

2016 6 8

2017 6 6

2018 7 6

2019

(상반기)
3. 5 9

합계 35.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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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erature,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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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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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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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칸앞잘아흐메드,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2015. 

(12) 남길임, ‘The Category and Grammatical Description of ‘ida’‘,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2016.

(13) Jun Choi, Hyun-ju Song, Hae-Yun Jung, and Kilim Nam.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2016.

(14) Kilim Nam, Sujin Lee, Hae-Yun Jung, and Jun Choi,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6.

(15) Doo Hyeon Paek, ‘The Value of Canonical Korean Literature for Forming Well-rounded Personality’,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희망의 인문학, 2016.

(16) 김주현,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The Publication of Korean Poetry in Classical  

     Chinese in Modern Chinese Newspapers and its Significance)’,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6.

(17) 김명주,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Dephonologization of the Vowel  

     /·/ in Late 18th-century Literature)’,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  

     제학술대회, 2016.

(18) 김분청,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The Life and Buddhist Poetry of Chunjeong, Byeon         

      Gyeryang)’,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6.

(19)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의 <가면고>와 <광장>에 타나나는 타고르의 <고라>의 수용 양상 연구’,  

     2016 RIIKS Academy, 20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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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Jun Choi, Hae-Yun Jung, Hyeonah Kang and Seiyeon Kim, ‘Report on the Automatic Extraction   

     of Korean Scientific Phrasal Term Candidates, with a Focus on Science Textbook Corpus’,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20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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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백두현, ‘월성해자목간의 이두’, 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7.

(24) 전계성, ‘「무녀도」의 생성 공간, 경주의 의미 재고-샤머니즘의 종교적 의식 통합성을 중심으로’,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7.

(25) 이민주,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7.

(26) 조가유, ‘조명희 소설의 정동 연구’, 한일차세대 학술포럼 제15회 국제학술대회, 2018.

(27) Minju Lee, Hyeonah Kang, Weonseok Shin and Kilim Nam, ‘Korean Expressions of Mitigation in  

     Product Reviews’,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8.

(28) Song-I Han, Hae-Yun Jung,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Dialectal Head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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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Unabridged Dictionary of Standard Korean’,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8.

(29) Song-I Han, Minju Lee and Eunhye Bae,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Dialectal Vocabulary: A  

     Keyword Analysis of Textbooks Designed for International Wives’, Multilingual Education in  

     Linguistically Diverse Context 2018, 2018.

(30) 황명환, ‘금호강 연안의 문학에 나타난 공간감성과 지역적 의미’, 제5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8.

(31) 전계성, ‘조각 작가 개념을 통해 본 작가의식의 본질 – 김동리의 ｢무녀도｣와 기독교 계열소설을   

     중심으로’,  제5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8.

(32) 이철희, ‘경북 동해안 지역의 움라우트 현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  

     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 제6회 국제학술대회, 2019.

(33) 남길임·이수진·정해연, ‘The Korean Neologism Investigation Project: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the 22nd biennial meeting of the 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 2019.

(34) Achmad Rio Dessiar, Sri Wahyuningsih and Kilim Nam, ‘The Translation of Korean Onomatopoeia  

     and Mimesis in Korean-Indonesian Dictionaries’,  Asialex 2019, 2019.

(35) 조가유, ‘김사량의 <빛속으로>에 나타난 수치심’, 해외대학 박사과정생 한국문학 워크숍, 2019.

(36) Jun Choi, Hae-Yun Jung and Heeyun Jeong, ‘Patterns Analysis of the Supplementary            

      Definitions of Scientific of Scientific Terms in the Standard Language Dictionary           

      Definition Corpus’,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2019.

(37) Soojin Lee, Hae-Eun Kim and Kilim Nam, ‘What Are the Factors for the Survival of Korean     

     Neologisms? An Analysis of the Usage Cycle of Neologisms Coined from 2005 to 2009’,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2019.

(38) 정우락·전설련, ‘以文化语文学解读韩国大邱之空间’,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  

     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

(39) 조유영·김동연, ‘鹤菴申圣燮的<卧龙山九曲歌>所反映的空间形象与其文化意蕴’, 중국문학지리학회  

     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

(40) 김소연·신소윤,‘乐斋徐思远的船游诗与对琴湖江的感性’,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  

     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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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단 아젠다 실천으로서의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 실적

 

 본 사업단은 사업단 비전 실천의 성과에 대한 국제화와 국제적 검증을 위해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총 5

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대회에서는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 제2회 학술대회

에서는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제3회 학술대회에서는 ‘언어생활과 문화’, 제4회 학술대회에

서는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 제5회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

성과 변화’라는 주제 아래 한국어문학과 문화어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들 발표는 주요 연구 대상 자료인 어문학의 국부적인 생성 공간에 주목하고, 공간

적 환경에 따른 특수성과 인류 문화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표현 체계로서 어문학 자산을 문화론적 시각

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사업단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실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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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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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주제: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

     일시: 2014년 10월 13일-2014년 10월 14일

  

  ② 제2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주제: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일시: 2015년 2월 5일

발표 주제 발표자(소속기관)

문화유산을 통한 한국의 언어와 문자에의 접근 스벤 오스터캄프(독일 보훔대)

한국 근대문학과 음식문화 - 등장인물들의 식사 와다 토모미(일본 도야마대)

식품 상품명의 특징과 사회·문화적 의미 홍미주(경북대)·송현주(계명대)

박경리 《토지》와 최명희 《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
우수영(경북대)

조선시대 음식조리서의 흐름과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위상
백두현(경북대) 

국내 세계 기록유산의 등재 사례 분석과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등재 전략
남권희(경북대)

가마쿠라 시대-무로마치 시대-에도 시대 일본 

요리책의 성격과 그 의의
하라다 노부오(일본 고쿠시칸대)

《제민요술》과 중국음식문화 발달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화 해석
자오 지안민(중국 산동관광대학)

종가의 오래된 음식조리서가 갖는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검토 :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을 중심으로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등장 배경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근거
배영동(안동대)

세계로 확산되는 한식과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활용 방안
정혜경(호서대)

음식디미방과 수운잡방의 조리과학적 특징 허성미(안동과학대)

발표 주제 발표자(소속기관)

단재 문학과 근대 베이징 도시 문화 최옥산(중국 대외경제무역학교)

이광수 문학사상의 비교문화적 계보-

르 봉(Le Bon),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노신(魯迅), 혼마 히사오(本間久雄)를 중심으로

남부진(일본 시즈오카대)

1930~40년대 경성의 카페/다방과 하노이의 

가주관(歌籌館)
응웬 티 히엔(베트남 호치민대)

최초의 다다이스트 고한용-반근대의 눈길 요시카와 나기(일본 릿쿄대)

타임머신 모티브 드라마에 나타난 시간여행의 

의미-<미래의 선택>을 중심으로
박명진(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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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주제: 언어생활과 문화

     일시: 2016년 11월 17일-2016년 11월 18일

  
  ④ 제4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주제: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

     일시: 2017년 11월 9일-2017년 11월 10일

3.1운동의 후일담-죽음, 전락, 재생, 그리고 다 못한 

말
권보드래(고려대)

이상 문학의 상호텍스트성-

이상 소설 <날개>와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지하 

생활자의 수기>

방민호(서울대)

한·일 장편 만화영화의 소년 영웅과 어린이 담론 

비교 연구

-<소년 사루토비 사스케>와 <홍길동>을 중심으로-

윤지혜(경북대)

한·중 6.25전쟁 전선소설에 드러난 ‘애정(愛情)의 

정치적 서사’ 비교연구
티엔즈윈(경북대)

『自由詩人』과 『同志社大學豫科學生會誌』에 

수록된 정지용의 일본어 시 연구
김지혜(경북대)

발표 주제 발표자(소속기관)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 홍윤표(연세대)

언어존재론이 언어를 보다 – 언어학과 지(知)의 언어 노마 히데키(메이지가쿠인대학)

중국 전국시대 이전 한자 체계에 대한 시라카와 

시즈카의 인식과 오류
옌덩강 (남통대)

서사 전략으로서의 은유-한승원 소설「폐촌」을 

중심으로 
정도미(전남대)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 김주현(경북대)

민간전승과 디지털 문화: 러시아 인터넷상의 코리아 밈 유리 파스튜센코(쿠반국립대)

한국어의 융합적 특질 정수현(연세대)

자장커와 김기덕의 영화 인물형상의 비교 연구 쩡뎬훼이(길림사범대)

인터넷 저속언어의 생성 분류 및 운영 체제 위펑(건국대)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
김명주(경북대)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 김분청(경북대)

발표 주제 발표자(소속기관)

자바어의 대우법 체계와 단계 뜨리 마스또요 자띠 꺼수마(가자마다대)

북경대 소장 한국본 고문헌의 자료적 가치 - 

『朝鮮版漢籍善本萃編』에 수록된 集部 文獻을 

중심으로

금지아(북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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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5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주제: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

     일시: 2018년 9월 13일-2018년 9월 14일

영남루문단의 형성과 전개양상 - 교류와 경쟁의 

공간으로서 영남루
정석태(부산대)

미주 지역 한인 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그 의미 방동수(노스캐롤라이나대)

한국어문학의 생성 공간 - 한국의 지리지와 지명을 

중심으로
 박병쳘(서원대)

근현대 대구지역 출판매체의 변모와 장정 박용찬(경북대)

「무녀도」의 생성 공간, 경주의 의미 재고 - 

샤머니즘의 종교적 의식 통합성을 중심으로
전계성(경북대)

근대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 홍기돈(가톨릭대)

일본 근대문학에서의 순사(巡査) 표상 연구  토미츠카 마사키(도쿠시마대)

전남 방언 이중모음 'ㅢ'의 특수성 - 해남·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김다솔(전남대) 

반구대 한시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엄형섭(부산대)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의 비유 표현 연구 이민주(경북대)

발표 주제 발표자(소속기관)

동아시아 문자사의 전개

- 훈민정음에 초점을 맞추어
김주원(서울대학교)

베트남 쯔놈 문자: 형성, 구조, 발전 응웬 뚜안 꽁(베트남 한놈 연구소)

한자의 생성과 변천 장진겸(중국 하북대학교)

〈백제=왜나라〉 한자 문화권의 재조명 세마 마사유키(일본 상지대학교)

몽골어 문자의 개요 자야 바타르(몽골 국립대학교)

동아시아 시학의 변주와 소통

- 杜甫의 <秋興八首>를 중심으로
김승룡(부산대학교)

영남지역의 아리랑 전승 활동과 지역문화브랜딩 최은숙(경북대학교)

근대 한문, 동아동맹(東亞同盟)과 혁명의 문자

- 판보이쩌우(潘佩珠年表)로 본 아시아 혁명과 

지식의 교환

황호덕(성균관대학교)

‘조각 작가’ 개념을 통해 본 작가의식의 본질

- 김동리의 ｢무녀도｣와 기독교 계열 소설을 중심으로
전계성(경북대학교)

｢그날, 그날에｣에 나타나는 기억투쟁 양상 연구 염승한(전남대학교)

금호강 연안의 문학에 나타난 공간 감성과 지역적 

의미

- 浮江亭 관련 한시를 중심으로

황명환(경북대학교)

한국 여성결혼이민자 교재의 핵심어 분석을 통한 

방언 어휘 교육 연구
한송이(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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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의 국제 공동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총 15회의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

며, 총 5회의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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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

 

 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단에서 수행해 온 국제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해외 석학 초청 특강(15건)

   - 1차 특강(2013.12.10.): 베르너 삿세(독일 보훔대학교), <외국인이 본 한국고전과 고전문학> 

   - 2차 특강(2014.02.20.): 신성철(호주 뉴 사우스 웰즈대학교), <호주의 한국학 동향과 향후 과제> 

   - 3차 특강(2014.05.24.): 후지모토 유키오(일본 레이타쿠대학교),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오구라문  

                            고에 대하여>

   - 4차 특강(2014.07.09.): 방동수(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미국에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5차 특강(2014.11.10.): 강승철(중국 하얼빈사범대학교), <신화시대의 중, 한 비교>

   - 6차 특강(2015.05.18.): 양바오중(중국 하북대학교), <불교 문화가 근대 한자에 미친 영향>

                            장지엔윈(중국 하북대학교), <중국에서 본 한국의 문화산업 연구>

   - 7차 특강(2015.05.20.):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학교), <‘흥부전’의 재발견-조선중기 상속  

                            제도와 관련하여>

   - 8차 특강(2015.12.01.): 전건민(중국 하북대학교), <魯迅의 <野草>에 논하여>   

                            양춘승(중국 하북대학교), <고려본 <용감수경>을 이용한 疑難字의 고증과  

                            해석 三則 >

   - 9차 특강(2016.06.23.):  이노우에 후미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 10차 특강(2017.06.23.): 김호웅(중국 연변대학교), <중국조선족문학의 거장 김학철- 김학철 연구의  

                             시각과 방법> 

   - 11차 특강(2017.09.18.): 와다 토모미(일본 토야마대학교), <문화어문학 연구에서 참조본 비교 방  

                             법론의 활용 방안 제안> 

   - 12차 특강(2017.09.25.):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역사관>

   - 13차 특강(2018.03.13.): 로스 킹(캐나다 UBC대학교), <Out of the Margins: 조선후기 서상기 주석  

                             군과 문학적 속어 문제>

   - 14차 특강(2019.01.25.): 배준영(중국 산동대학교 위해 캠퍼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연구>

   - 15차 특강(2019.05.03.): 후쿠이 레이(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 신페이와 오구라 문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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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5건)

   - 제1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 2014년  

     10월 13일-14일,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실, 발표 12건, 4개국(한국, 일본, 중   

     국, 독일) 참가, 외국 소속 학자 4인.

   - 제2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2015년 2월 5일,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발표 10건,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참가, 외국 소속 학자 4인.

   - 제3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언어생활과 문화’, 2016년 11월 17일   

     -18일,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발표 12건, 4개국(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참가, 외국  

     소속 학자 4인.

   - 제4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언어와 문화의 생성 공간, 그 특수  

     성과 보편성’, 2017년 11월 9일-10일,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발표 12건,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미국) 참가, 외국 소속 학자 4인

   - 제5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  

     2018년 9월 13일-14일,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발표 12건, 5개국(한국, 일본, 중국, 베  

     트남, 몽골) 참가, 외국 소속 학자 4인.

 

 ◇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지원 실적(13회)

   - 중국 산동성 곡부사범대학 공자연구소와 공동 세미나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개최, 중  

     국 곡부사범대학, 2013년 12월 14일-17일.

   -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한국어과와 공동 세미나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개최,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2014년 8월 6일. 

   -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과 공동 세미나 ‘2014년 국학연구와 문화산업’ 개최, 중국 하북대학, 2014년  

     10월 25일.

   - 미국 하와이대학 동아시아언어문학과와 공동세미나 ‘한국어 말뭉치 연구 동향과 쟁점’ 개최, 미  

     국 하와이대학, 2014년 11월 5일. 

   - 동국대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5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여교수 김덕호 ‘한일 언어경관 연구  

     의 사회언어학적 전망’발표, 동국대, 2014년 12월 6일

   -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동아시아의 전통 타이포그라피 연구 프로젝트’ 연구단과의 학술 교류회  

     개최, 경북대학교, 2015년 2월 28일.

   - 일본 덴리대학 국제학부 외국어학과와 공동 세미나 참여교수 김재석 ‘일본 칸사이 지역의 전통문  

     화예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발표, 일본 덴리대학, 2015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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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광주대학교 曾大興 교수, 중국 하북대학교 姜劍雲 교수와 공동세미나 ‘한중 학술 교류의 방  

     법론적 모색’ 개최, 경북대학교, 2017년 11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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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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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8일.

   - 세계사전협회 회장 Ilan kernerman 초청간담회 ‘Dictionaries, Lexicography and Linguistic      

      Data: An Overview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the K Dictionaries & Lexicala Use    

      Case(사전 및 사전학과 언어데이터: 산학협력 현황과  the K Dictionaries & Lexicala 활용 사례)’  

      개최, 경북대학교, 2019년 8월 30일.

 

4. 사업단 국제화의 우수성

 본 사업단은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라는 연구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어문학 연구 성과의 세계화

를 위한 국제화 전략 및 계획을 세워 연구를 진행해 왔다. 사업단의 국제화 전략 및 계획과 실적이 사업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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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이다. 이러한 연구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 사업단은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를 설정하고 운영하

였다. 제1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 제2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한

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제3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언어생활과 문화’, 제4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 제5회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어

문학의 생성과 변화’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5차례 개최하였다. 다섯 대회 모두 국부적 대상 자료 및 

공간, 거시적 관점에 대비되는 미시적 분석 방법론의 적용 등을 통한 연구 성과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

라보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제1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 일시: 2014년 10월 13일(월)-14일(화)

- 장소: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실

- 발표: 총 12개 발표,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 4개국 참여, 외국 소속 학자 4명

<제2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 일시: 2015년 2월 5일(목)

-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 발표: 총 10개 발표, 일본, 중국, 베트남, 한국 등 4개국 참여, 외국 소속 학자 4명

<제3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ife and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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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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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The Space of Language and Literary Creation: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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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Creation and Change of East Asia Language and Literature)

- 일시: 2018년 9월 13일(목)-14일(금)

- 장소: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 발표: 총 12개 발표,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한국 등 5개국 참여, 외국 소속 학자 4명

 

 제1회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문화, 음식, 세계기록유산’이라는 키워드를 관통하는 발표를 통해 세계

의 음식문화 및 한국어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의 방향을 모색하

고 실천하는 다양한 발표를 하였다. 특히 ‘음식조리서’를 대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음식조리서 및 음식문화를 비교대조해 보고 어문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백두현 교수가 ‘Historical Changes in Culinary Manuscripts under the 

Joseon Dynasty and the Status of the Gyeongbuk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조선시대 음식조

리서의 흐름과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위상)’라는 발표를 하였다.

 제2회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문학을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해 아시아 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대문학 자산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아시아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김재

석 교수는 Nguyen Thi Hien의 발표 ‘Literary salon in Korean and Vietnamese modern literature’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제3회 학술대회에서는 ‘언어생활과 문화’라는 주제 아래 ‘한국 문화, 근대, 미시적 관점’ 등의 키

워드를 관통하는 발표를 통해 한국어문학과 인접 국가의 근․현대 문화어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

색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발표를 포함한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본 사업단의 김주현 교수가 ‘The 

Publication of Korean Poetry in Classical Chinese in Modern Chinese Newspapers and its 

Significance(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라는 발표를 하였다.

 제4회 학술대회에서는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주제 아래, 주요 연구 

대상 자료인 어문학의 국부적인 생성 공간에 주목하였다. 공간적 환경에 따른 특수성과 인류 문화의 보

편성을 담고 있는 표현 체계로서 어문학 자산을 문화론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수한 우리나라의 어문학 자산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범언어적 어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5회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라는 주제 아래, 훈민정음, 한자, 베트남 문

자, 몽골어 문자 등 동아시아 문자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시도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최은숙 교수가 ‘Transmission and local cultural branding of 

Arirang in Youngnam area(영남지역의 아리랑 전승 활동과 지역문화브랜딩)’을 발표한 바 있다.

 

2)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화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대학의 연구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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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성과를 내었다.

 특히 이상규 교수는 2015년부터 마크 피터슨 교수(미국 브리검영대학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마

크 피터슨 교수를 본 사업단 소속 학과에 두 차례 초청하여 특강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교류의 결과로 이상규 교수는 2018년 1월 15일 미국 브리검영대학교로 초청받아 ‘Dialectology and 

Linguistic Maps(방언학과 언어 지도)’, ‘Map Maker: The Practical Making of Dialectal Maps(지도 

작성기: 방언 지도 작성의 실제)’ 등의 주제로 2차례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비전과 밀접하

게 관련되는 한국 지역 언어 자산의 연구 분석 방법론의 세계화와 관련된 연구 내용과 방법론을 중심으

로 해외 대학의 언어학 전공자들과 교류를 실천하였다.

 또한 남길임 교수는 유럽권역에서 개최되는 EURALEX(유럽사전학회), BAAL(영국응용언어학회), CLIC(국

제말뭉치언어학회) 등의 유수의 학회에서 지속적인 한국어 DB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발표․공유함으로써 

런던대학교, 버밍엄대학교, 랭커스터대학교 등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한국학 및 언어학자들과 지속적

으로 교류하여 왔다. 이와 같은 교류를 바탕으로 2017년 7월부터 1년간 영국 런던 SOAS 대학 ‘한국학센

터’ 방문 교수로 초청을 받아 ‘Searching the Soul of the Korean Language through the Lens of 

Corpus Linguistics: The Construction of Korean Emotion Vocabulary Database(말뭉치 언어학의 관점에

서 한국어 감성 연구: 한국어 감정 어휘 DB의 구축)’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3) 국제화 계획 달성의 우수성

 

 당초 신청서에 명시한 국제 활동 중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계획과 사업 운영 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당초 신청서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36편 정도의 논문 발표를 계획하였는데, 실제로는 계획한 목표를 

넘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기준 충족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모두 40건으로 집계되었다.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어문학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를 진행

하고, ‘한국문화어문학의 세계화’라는 사업단의 연구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사업단 참여인력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저자 구성을 살펴보면,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연계된 연구 활동의 산출물로서의 의의가 있는 성과물의 수가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석사과정의 참여대학원생들이 함께 국제적인 연구 성과물 산출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본 사업단의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체계 구축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및 전공집담회 등을 통해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의 A to Z를 

연도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계획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현황

2013 3 1

2014 5 5

2015 5 5

2016 6 8

2017 6 6

2018 7 6

2019

(상반기)
3. 5 9

합계 35.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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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동기부여를 함에 따라 이러한 양적․질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9년 9월, 중국 하북대학교에서 열리는“연해록과 연조문화” 국제학술대회,  2019년 10월, 터키 이스

탄불대학에서 열리는 “제2회 중앙 유라시아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에서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참

여대학원생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본 사업단이 역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의 결과이며, 참여인력 상호간의 체계적인 연계 활동의 결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204-346



9.2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205-346



- 1 -

9.2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본 사업단이 주력해 온 연구의 국제화 방향은 사업단 아젠다와 유관한 국제학술대회의 논문 발표와 논

문 게재, 국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연구의 활성화이다. 사업 운영 기간 동안 국제 

학술대회의 논문 발표는 정량적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국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역시 구체

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그 결과로서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 기획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문 교

수로의 초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5회 개최함으로써 문화

어문학의 연구 현황을 검증받고, 그 성과를 관련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

다. 사업단의 국제 학술 활동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여교수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정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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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當代韓國” 73권 3호, 2013.09.

   -‘韓國古代文學的文化産業化方向’, “河北大學學報” 40호, 2015.03.

   -‘韓國洛東江及其沿岸的文學的想象力 ’, “陝西理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36권, 2018.06.

 ◦ 김덕호·이상규,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 “Dialectologia” 16호, 2016.01.

 ◦ 남길임

   - Kilim Nam, Hyun-ju Song & Jun Choi, ‘A morpheme-based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Korean: an interface between corpus-driven approach and lexicography’, “Lexicography(Journal of ASIALEX)”   

     3/1, 2016.10.

 ◦ 김재석,

   -‘土月會の東道の上演に關する硏究’, “朝鮮學報” 241호, 2017.01.

 본 사업단의 정우락 교수는 2013년 중국 1급지인 當代韓國에 한국 한문학 작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

고, 2015년에는 CSSCI인 河北大學學報에 한국 고대문학의 문화산업화 방향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18년에도 陝西理工大學學報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김

덕호·이상규 교수는 언어지도 작성을 통해 방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

아 방언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Dialectologia’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남길임 교수는 아시아사

전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한국어의 언어유형론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언어 분석 방

법론을 도입하여 한국어의 보편적 언어 현상을 밝히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재석 교수는 A&HCI 등급의 

국제학술지에 식민지 조선의 외국극 수용에 대한 연구 방법론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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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활동 실적

1)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30건(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19건, 기타 국제학술대회 11건)

 

 ◦ 백두현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ext’,   

      SCRIPTA 2013 ― Evolution of Scripts, 2013.10.12., 한국.

   -‘The Evolution of the Joseon Culinary Manuscripts and the Status of The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조선시대 음식조리서의 흐름과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위상)’, 제1회 경  

      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2014.10.14., 한국. 

   -‘Characteristics of Adverbs and their Semantic Function in Traditional Korean Culinary       

      Manuscripts(한글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부사의 특성과 의미 기능)’,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2014.11.06., 미국. 

   -‘Universal values inherent in Hunminjeong and its meaning,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2015.08.20.,      

      Austria.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중국학문의 수용과 창의적 변용’,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The Value of Canonical Korean Literature for Forming Well-rounded Personality’, 제4회 세계  

      인문학포럼 희망의 인문학, 2016.10.27.-2016.10.29., 한국.

   -‘월성해자목간의 이두’, 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7.10.19.-2017.10.20., 한국.

 

 ◦ 남길임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focusing on ‘school violence’  text‘,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2013.12.12., 한국.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Academic    

      Prose’,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2014.03.08., 중국 홍콩.

   -‘A Study on the Extended Lexical Units of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확장된 어휘 단위의 유형  

      연구)’,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2014.11.0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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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6., 중국 홍콩. 

   -‘The Category and Grammatical Description of ‘ida’‘,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2016.01.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2016.07.07.-2016.07.08., 영국.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6.09.05.-2016.09.11., 조지아. 

   -‘Korean Expressions of Mitigation in Product Reviews’,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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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ess, 2018.07.14.-2018.07.23., 슬로베니아.

   -‘The Translation of Korean Onomatopoeia and Mimesis in Korean-Indonesian Dictionaries’,     

      Asialex 2019, 2019.06.17.-2019.06.23., 터키.  

   -‘What Are the Factors for the Survival of Korean Neologisms? An Analysis of the Usage Cycle  

      of Neologisms Coined from 2005 to 2009’,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2019.07.21.-2019.07.31., 영국.

   -‘The Korean Neologism Investigation Project: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the 22nd       

      biennial meeting of the 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 2019.05.08.-2019.05.11., 미국.

 

 ◦ 정우락

   -‘朱子詩 <觀書有感>的韓國的收受容和文化的意義’, 韓中文化交流的展樣相, 2014.08.28., 중국. 

   -‘韓國古典文學的文化産業化方向’, 2014 全國中國語言文學博士后學術論壇, 2014.10.25., 중국. 

   -‘<무이구곡>의 한국적 수용과 그 인문학적 의미’,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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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遼左紀行》來看張錫英的滿洲體驗與其意義’, 文獻與東亞文化交流, 2018.01.18.-2018.01.21.,  

      중국.

   -‘以文化语文学解读韩国大邱之空间’,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08.09.-2019.08.13., 중국.

 

 ◦ 김주현

   -‘申圭植和韓中關係’, 韓中文化交流的展樣相, 2014.08.28., 중국. 

   -‘근대 계몽기 자료를 통해본 한중 교류-신규식,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The Publication of Korean Poetry in Classical   

      Chinese in Modern Chinese Newspapers and its Significance)’,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6.11.17.-2016.11.18., 한국.

 ◦ 박현수

   -‘Kim Eok and Ideas of Modern Korean National Poetic Form(김억의 근대적 민족시형의 구상)’,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2014.11.06., 미국.

 

 ◦ 김덕호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전망’, 동국대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51회 국제학술심  

      포지엄, 2014.12.06., 한국.

 ◦ 서혜은

   -‘여당 전쟁 관련 인물의 고전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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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학술대회 좌장 및 기조발표 실적

 

 - 좌장 8건, 기조발표 3건

 

 ◇ 좌장

 ◦ 남길임

   - 제1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4년 10월 13일, 한국. 

 ◦ 정우락

   - 제1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4년 10월 14일, 한국. 

 ◦ 김주현

   - 제2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5년 2월 5일, 한국.

 ◦ 박현수

   - 제2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5년 2월 5일, 한국.

 ◦ 서혜은

   - 제3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ife    

     and Cul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6년 11월 18일, 한국.

 ◦ 김덕호

   - 제3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ife    

     and Cul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6년 11월 17일, 한국.

   - 제4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  

     성과 보편성(The Space of Language and Literary Creation: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2017년 11월 9일, 한국.

   - 제5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     

     (Creation and Change of East Asia Language and Litera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8년 9월 13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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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발표

 

 ◦ 정우락

   -‘韓國古典文學의 文化産業化 方向’, 全國中國語言文學博士后學術論壇, 2014.10.24.-2014.10.26.,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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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文化语文学解读韩国大邱之空间’,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08.09.-2019.08.13., 중국.

 

3) 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

 - 국제학술대회 개최 5건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사업단 자체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5회 개최하였다. 학술

회의 주제는 각각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언어생활과 문

화’,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로 한국어

문학과 문화어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여교수, 참

여대학원생의 발표와, 일본, 독일, 베트남, 몽골,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등의 해외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

었다.

 ◦ 백두현

   - 제1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4.10.13.-2014.10.14., 한국.

   - 제2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5.02.05., 한국.

   - 제3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if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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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erary Creation: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7.11.09.-2017.11.10., 한국.

   - 제5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     

     (Creation and Change of East Asia Language and Literature)’,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8.09.13.-2018.09.1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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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학회 관련 활동

 - 국제학회 임원 활동 3건

 

 ◦ 김주현

   - 한중인문학회 제11기 지역 부회장, 2018.01.01.-2019.12.31.

 ◦ 정우락

   - 中國河北省 保定國學學會 顧問, 2018.11.01.-2019.12.31.

 ◦ 남길임

   - 아시아사전학회(Asialex) board member, 2019.07.01.-현재.

 

4. 해외 대학 및 기관 초청 강연 실적

 - 해외 대학 및 기관 초청 강연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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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Dialectology and Linguistic Maps(방언학과 언어 지도), 브리검영대학교 근동아시아학과,         

      2018.01.15., 미국.

   - Map Maker: the Practical Making of Dialectal Maps(지도 작성기: 방언 지도 작성의 실제), 브리  

     검영대학교 근동아시아학과, 2018.1.15., 미국.

 ◦ 남길임

   -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현황과 전망, 하와이주립대학교, 2014.11.06., 미국.

 ◦ 김재석

   - 영남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현대화–하회탈춤과 마당극을 대상으로-, 덴리대학, 2015.06.18.,  

     일본

 ◦ 정우락

   - 首届岭南文化艺术论坛暨广州大学岭南文化艺术研究院揭牌仪式 축사, 广州大学, 2018.12.07.,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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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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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와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해외 학자 초청 및 상호 

방문 등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메일 서신 교류 등을 통해 공동 연구 기획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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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1. 해외 기관 방문 연구

 본 사업단의 남길임 교수는 유럽권역에서 개최되는 EURALEX(유럽사전학회), BAAL(영국응용언어학회), 

CLIC(국제말뭉치언어학회) 등의 유수의 학회에서 지속적인 한국어 DB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발표․공유함

으로써 런던대학교, 버밍엄대학교, 랭커스터대학교 등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한국학 및 언어학자들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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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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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ing the Soul of the Korean Language through the Lens of Corpus         

                       Linguistics: The Construction of Korean Emotion Vocabulary Database(말뭉치  

                       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감성 연구: 한국어 감정 어휘 DB의 구축)

 

2.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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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의 일

환으로 이루어진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백두현

   - Kim, Sun-ju(Director,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와 19세기 중엽 평안도 의주 지역 고  

     문서 연구 방안 논의

   - Vincenza D’Urso(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와 Beautiful Like Silk: Kinyŏ Literary Activities in Late Chosŏn Korea-The Korea     

     Foundation Fellowship for Field Research(한국국제교류재단 방한연구펠로십) 신청

   - Changzoo Song(Senior Lecturer, Korean/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uckland)와 민족건설  

     과 표준어의 관계, 민족어 형성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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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동아시사의 전통 타이포그라피 연구  프로젝트’ 연구단(나이지마 미노  

     루 교수, 테라우마 유사쿠 교수 등)과의 학술 교류회 개최, 조선 시대 한글 및 한문 인쇄 문헌 자  

     료 소개 및 설명, 사업단과 연구단의 공동 학술활동 방향 모색

   - 중국 북경대 교수진들과 북경대 한국어과 교재 “고급한국어-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와 문화”공동  

     집필 및 출판(북경대 출판사, 2017년 4월)

   - Tri Mastoyo Jati Kesuma 교수(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와 학술 연구 교류의 지속 방법에 대한  

     논의: 본 사업단의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단기 연수 및 공동 세미나 1회, Tri Mastoyo Jati     

     Kesuma 교수의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방문 1회

 

 ◦ 정우락

   - 姜劍雪(河北大學)와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 尹虎彬(中国社会科学院)과 중국 음식조리서 연구에 대한 발표 논의

   - 赵建民(山东旅游职业学院)과 중국 음식조리서 연구에 대한 발표 논의

   - 李海濤(山东大学)과 논문투고에 따른 공동 작업 제의 및 문의

   - 姜劍雲(河北大學)과 경북대 국어국문학과(BK21플러스사업단)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협의

   - 劉志峰(西安外國語大)의 ‘試論崔致遠漢詩中的中國人物’ 연구를 위한 박사후 연수 과정 협의

   - 孟維巍(鄭州師範學院)의 2016년도 연구년 신청에 따른 책임 교수 협의

   - 중국 북경대 교수진들과 북경대 한국어과 교재 “고급한국어-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와 문화”공동  

     집필 및 출판(북경대 출판사, 2017년 4월)

   - 하북대 문학원 姜劍雲 교수와 '조선시대 연행록과 문화산업의 연계성' 검토, 공동연구 기획

   - 영파대학 문학원 薛顯超 교수와 절동지역과 영남지역의 학술교류 방안 모색

   - 중국 하북대 교수진들과 中國文學精品鑑賞 공동 집필 중(출간일 미정)

 ◦ 남길임

   - Vincenza D’Urso(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와 Ca’ Foscari University 내에 설치된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한국어 교재(이태리어판)   

     개발과 관련된 내용 논의

   - Mary Shin Kim(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agues and          

      Literatures)과 2014년 11월 세계 한국학 학술회의 참석차 하와이 방문 시 양 과와 학생 교류 및  

      학술 세미나(한국어 말뭉치 연구 동향과 쟁점) 개최 논의

   - 和田とも美(富山大學)와 교수 학술 교류의 지속 방법에 대한 논의: 경북대 2회 방문, 富山大學 2회  

     방문, 2014년 국제학술회의에 和田とも美 교수 초청 및 초청 수락, 학부생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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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터와의 공동 연구 진행 논의

   - 2017 ESRC Festival of Social Science에 참석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말뭉치언어학 연구 동향   

     파악 및 언어학과 사회과학 협업 연구의 모델 분석

   - 7th European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EAKLE conference)에 참석하여 유럽권  

     역의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 동향 파악 및 유럽 내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연구자와 학술 교류 논의

   -“The Bloomsbury Companion to Lexicography”의 북챕터 공동 집필진으로 참가하여,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 공동 집필 중.(출간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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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전협회 Ilan kernerman 회장과 인턴십 및 공동 연구 논의

 ◦ 김주현

   - 崔玉山(中國 對外經濟貿易大學)과 중국내 신채호 관련 자료에 대한 공동 조사 협의

   - 王丹(中國 北京大學外國語學院朝鮮文化硏究所)과 '근대 계몽기 중국에서 발간된 매체에 실린 한국  

     문학 자료의 조사'에 대한 지원 및 협조 방안 논의

   - 北京大學外國語學院朝鮮文化硏究所長 王丹 敎授가 <근대 계몽기 재중 발간 매체에 실린 한국문학   

     자료의 조사 및 연구>에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함

 ◦ 김덕호

   - 井上史雄(일본국립국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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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 Sun-im(日本女子大學), 塩田雄大(NHK放送文化研究所), 일본국립국어연구소 도서실과 일본 지  

     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활동

   - 田中ゆかり(日本大), 井上史雄(일본국립국어연구소)과 왕이호일본학연구재단의 후원으로 한일 언어  

     경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2014년 12월 6일 동국대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51회 국제학술심포지  

     엄에서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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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

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 왔다.

 

 ◦ 백두현

   - Kim, Sun-ju(Director, Korea Institute, The Harvard University) 와 사업단과 하버드대 한국학연  

     구소와의 협력방안 논의, 2014년 6월 19일, 경북대학교. 

   - Changzoo Song(Senior Lecturer, Korean/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uckland)와 사업단과  

     오클랜드대학교 동양학과의 국제 협력 및 교류 방안 논의, 2015년 1월 9일, 경북대학교.

   - Dr. Walter Hakala와 허장욱 교수(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영어  

     학과) 방문 상호 협력 논의, 2015년 6월 15일, 경북대학교.

   - Vincenza D’ Urso 교수(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교,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학과)와 대학원생 상호  

     교류와 관련된 내용 논의, 2017년 1월 22일, 카포스카리대학교.

   - Tri Mastoyo J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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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수락, 2018년 2월  

     6일, 하노이 한놈연구소.

 

 ◦ 정우락

    - 哈爾濱師範大學: 2014년 8월에 단기연수 진행 논의 및 학술 교류 협정에 대한 논의 (2014.08.05.-2014.08.09.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단기연수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연수’ 시행)

   - 河北大學: 2014년 10월에 단기연수 진행 논의, 경북대 국어국문학과(BK21플러스사업단)과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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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협의(2014.10.23.-2014.10.27. 중국 하북대학 단기연수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 시행)

   - 중국 보정시 국제등불축제, 해외 자문위원(張影 선생에게 축사 및 영상메시지 전달)

   - 河北省 保定國學學會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寧波大 浙東文化硏究院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广州大学 岭南文化艺术研究院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남길임

   - 뉴욕 주립대학(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영어학과 Dr. Walter    

     Hakala와 허장욱 교수 방문 상호 협력 논의, 사전학 전공자인 Dr. Walter Hakala와 공동 연구 가능  

     성에 대한 논의, 2015년 6월 15일, 경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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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석

   - 일본 도야마대학교 인문대학과 본 사업단의 학술 교류에 대한 논의, 2014년 8월 25일,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세미나실. 

 ◦ 김덕호

   - 인도네시아 UNIVERSITAS GADJAH MADA, KOREAN LANGUAGE DEPARTMENT와 학술 교류 협약 논의

4.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교수가 세미나를 개최하였거나 세미나를 지원한 실적

은 다음과 같다.

 ◦ 백두현

   -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한국어과와 공동 세미나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개최, 하얼빈사범대학,    

     2014년 8월 6일. 

   -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동아시아의 전통 타이포그라피 연구 프로젝트’ 연구단과의 학술 교류회  

     개최, 경북대학교, 2015년 2월 28일.

   -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합동 세미나 개최,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2016년 8월 12일.

   -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학과와 공동세미나 ‘문자학 및 언어와 문화’ 개최, 아인샴스대학교,     

     2018년 1월 4일-5일.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교 아시아 및 아프리카학과와 공동 세미나 ‘한국 어문학의 실용화와 국제화’  

     개최, 카포스카리대학교, 2017년 1월 23일-2월 2일.

 

 ◦ 정우락

   - 중국 산동성 곡부사범대학 공자연구소와 공동 세미나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개최, 곡부사범대학,     

     2013년 12월 14일-17일.

   -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과 공동 세미나 ‘2014년 국학연구와 문화산업’ 개최, 하북대학, 2014년 10월 25일.

   - 중국 영파대학교 인문 및 전매학원과 공동 세미나 ‘문헌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개최, 영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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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8일.

   - 중국 광주대학교 曾大興 교수, 중국 하북대학교 姜劍雲 교수와 공동세미나 ‘한중 학술 교류의 방  

     법론적 모색’ 개최, 경북대학교, 2017년 11월 8일.

 

 ◦ 남길임

   - 미국 하와이대학 동아시아언어문학과와 공동세미나 ‘한국어 말뭉치 연구 동향과 쟁점’ 개최, 하와이대학,  

     2014년 11월 5일. 

   - 세계사전협회 회장 Ilan kernerman 초청간담회 ‘Dictionaries, Lexicography and Linguistic      

      Data: An Overview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the K Dictionaries & Lexicala Use    

      Case(사전 및 사전학과 언어데이터: 산학협력 현황과  the K Dictionaries & Lexicala 활용 사례)’  

      개최, 경북대학교,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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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교수 연구역량

10.1 연구비

<표 12> 6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단위: 천원)

항 목

수주액(천원)

'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전체기간

실적'13.9.1∼

'14.8.31

'14.9.1∼

'15.8.31

'16.3.1∼'

17.2.28

'17.3.1∼'

18.2.28

'18.3.1∼

'19.2.28

'19.3.1∼

'19.8.31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710,967

         

531,063

         

423,371

         

382,599

         

379,222

         

461,615

       

2,888,837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0

          

0

          

0

          

0

          

0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0

          

0

          

0

          

0

          

0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00,966

          

75,417

          

53,761

          

48,584

          

47,402

          

57,701

         

126,058

환산 참여교수 수 7.0416 7.875 8 22.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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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논문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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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5.5 23 16.25 16 17.4 0 14.64 13.5 106.29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1 0 1 0.4 1 0 1 0 4.4

총 논문 환산편수 6.5 23 17.25 16.4 18.4 0 15.64 13.5 110.69

1인당 논문 환산편수 6.6391 4.419 3.6425 4.8301

환산 참여교수 수 7.0416 7.875 8 22.9166

218-346



참여교수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

(SCI(E), SSCI, A&HCI), 기타 국제학술지 환산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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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단장 백두현 

1) 백두현,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 서설｣, 정신문화연구 37-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09.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2015년 인문사회분야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후 지원을 받은 논문(과

제 번호 ; 경북대 산학협력처 관리번호 201518540000)이다. 이 논문은 언어 내적 분석에 치중해온 기존

의 연구방법을 극복하고, 한글문헌이 가진 가치를 통합적 관점에서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글문헌

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은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문화의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이것을 통

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학 연구를 위한 독창적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였다. 

2) 백두현,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 「숙휘신한첩」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59, 계

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06.

  이 논문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지정 연구 과제로서 산출된 성과로서, 저자가 제안한 문화중층론

을 조선시대 왕실 언간에 적용하여 연구 성과를 실제로 만들어 보인 결과물이다. 숙휘신한첩을 포함한 

왕실언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문화중층론의 관점에서 꿰어내고,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낸 성과를 함

께 고찰하여 이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숙휘신한첩｣은 17세기 조선 왕실의 언어문화 및 사회문

화가 중층적으로 융합된 문화적 통합체임을 논했다. 문화중층론 연구의 효용성을 입증한 논문이다.

3) 백두현, ｢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制字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문학 60, 한국어문학회, 

2014.03.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 번

호 : NRF-2012-S1A5A2-A01015911)이다.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심사에서 선정된 이 논문은 훈

민정음 해례의 제자 원리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찬양 일변도의 연구를 탈피하여 해례에 기술된 

제자원리에 내재된 문제점을 드러내어 훈민정음 제자론의 심층적 이해를 일보 진전시켰다.

4) 백두현 외(공저),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 어문론총 6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12. 

  이 논문은 본 사업단이 내세운 ‘문화어문학’의 위상과 연구 방법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작성한 것

이다. 과거의 문헌자료에 입각한 전통적 국어국문학 연구는 현실과 유리된 점을 부분적으로 가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단은 국어국문학 자원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찾아내어 삶과 밀착된 연구로 나아가는 한국어문학의 미래를 열기 위해 문화어문학

이란 틀을 세웠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를 학문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찾아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정우락 교수와 공저한 이 논문은 피인용지수 11

회로서 객관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 참여교수 이상규

1) 이상규, 훈민정음에 나타난 인문지리학적 접근,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04.

  이 논문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는 세종이 언어의 지리적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를 

절충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논의이다. 이 논문은 훈민정음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세종의 언어적 인식, 즉 지리적 차이에 대한 세종의 인식을 살피면서 인문지리적 

접근방식으로 논의하였고, 그 결과 훈민정음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이 논의는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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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 2013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3. 참여교수 김재석

1) 김재석, ｢토월회의 번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09.

  이 논문은 극단 토원회의 번역극 공연인식을 살피고, 그것이 토월회의 창작극 공연에 미친 영향을 살

피는 것이다. 토월회의 창립목적은 동경 각 극장에서도 제일 유행하던 극을 선택하여 식민지 조선에 근

대극을 정착시키는 것으로서, 일본의 신극운동을 자기화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였으나 번역극 공연 경험을 

통해 식민지조선의 근대극의 독자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일제의 검열 하에 놓인 식민지 

조선 근대극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토월회의 번역극 공연으로 인하여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였음을 논구

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2) 김재석, ｢삼.일 극장의 <빈민가> 공연과 유치진의 도쿄 구상｣,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09.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술지인 국어국문학에 실린 것이다. 이 논문은 삼.일

극장의 <빈민가>(1934.5) 공연을 통하여, 유치진의 ‘도쿄 구상’을 살펴보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유치진은 외국극 공연을 주로 하는 극예술연구회에 실망하여 도쿄로 갔으며, 삼.일극장을 통해 창작

극의 공연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유치진의 도쿄 구상은 창작극 공연의 기회를 확대하

는 창작 방법 정립, 그리고 외국극 공연의 조선적 해석 촉구의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은 극예술연구회

의 2기 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규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참여교수 김주현

1) 김주현,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016.09.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술지인 국어국문학에 실린 것으로서, 상해 독립신문

에 실린 논설들 가운데 이광수가 쓴 논설만을 발굴 보고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이광수가 쓴 것으로 알

려진 논설들 가운데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밝혀내고, 아울러 그가 독립신문 재임 기간 쓴 논설들을 찾아내

어 논의한 것이다. 이 논문은  자료의 세밀한 조사, 꼼꼼한 검토를 통해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수

의 논설을 전면적으로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근대문학의 기초 연구로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 김주현,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81, 국어국문학회, 

2017.12.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술지인 국어국문학에 실린 것으로서, 일제 강점기 

중국에 번역된 우리 소설들을 실증적으로 찾아내어 분석한 글이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한국에 번역된 

외국 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아닌, 외국에 번역된 한국 문학 텍스트 연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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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검증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향후 한국문학 연구의 범주와 시야가 크게 확장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공

하였다. 

 

3) 김주현, ｢보다 완전한 판본을 위하여-텍스트의 검열과 복원 고찰｣,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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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술지인 국어국문학에 실린 것으로서, 일제 강점기 

발표된 몇몇 작품을 통해 텍스트의 검열과 복원의 의미를 살폈다. 이북명의 ｢질소비료공장｣(1932)을 비

롯하여, 오시마 요시오의 에스페란토 번역본(FORPELATAJ HOMOJ), 장혁주의 ｢권이라는 사나이｣ 등의 작품

을 관련된 번역본 및 복원본 등을 통해 상당부분을 복원하였다. 이 논문은 검열과 복원을 텍스트 비교 

분석을 통해 정치하게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대문학연구에서 사료적 연구의 중요성

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논문은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술지 국어국문학
에서 심사자 전원 “게재가”의 평가를 받는 등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5. 참여교수 정우락

1)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03.

  이 논문은 ‘한국한문학의 지역 간 교섭과 문화의 역동적 생성’을 논구하는 연구방향의 일환으로, 조

선시대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이 지닌 문학적 소통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은 지리학계나 역사학계에서 낙

동강과 그 연안을 경계 일변도로 이해해 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이 지닌 경계의 역할과 함께 소

통의 기능을 주목하는 한편, 이를 문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문화지리학적 차원에서 낙동강 연안지

역의 공간 감성을 재구한 이 논문은 피인용지수 14회를 기록하는 등 연구의 객관적 우수성 또한 인정받

고 있다. 

2)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경북대학교 영남퇴계학

연구원, 2014.01.

  이 논문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가 일상의 공간에서 향유되는 방식을 재구한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

들의 풍류는 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성리학에 입각한 선비들의 풍류로 성장했으며,  예술 활동이나 감상, 

시회나 뱃놀이 등 ‘홀로’와 ‘함께’를 모두 온전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은 

선비들의 풍류방식, 특히 그 과정에서 문화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주목하면서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

을 제안하였다. 피인용지수 14회에 기록하는 이 논문은 선비들의 풍류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3) 정우락,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 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 영남학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06. 

  이 논문은 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다. 그동안의 서

원 연구가 역사학, 교육학, 건축학 방면에서 이루어져왔던 것을 문학적 측면에서 보완함으로써 이 분야

에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산서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자 가장 상세한 기록인 퇴계의 <도

산기>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도산서원이 일정한 문화공간으로 이해되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장으

로서의 가능성을 재구하였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산서원을 둘러싼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

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치를 새롭게 조명한 이 논문은 피인용지수 6회를 기록하는 등 관련 연구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6. 참여교수 남길임

1) 남길임,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2005, 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

회, 2015.12.

  이 논문은 신어의 생존주기에 대한 최초의 논문으로서, 10년간의 웹 말뭉치를 구축‧ 분석함으로써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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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생존 추이의 측정 방법과 그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대중들의 사회적 인식 및 요

구를 잘 보여주는 신어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에 이 

논문이 보도되면서 한국어 신어에 관한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에 

출판된 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 논문이지만. 피인용지수 10회(자기인용 제외 8회)를 기록하는 등 연구의 

객관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 남길임, ｢과학 텍스트 정의문의 유형 분석｣, 한국어의미학 52, 한국어의미학회, 2016.06.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번호 

NRF-2014S1A5B4038405, 과제명: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사업)

로서, 어학/과학교육학/컴퓨터공학의 세 전공의 학제적 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

육용 과학어휘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의 정의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러한 학제간 연구사업의 과정에서 국어학 연구의 응용언어학적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3) 남길임,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문의 추출-국어국문학 학술논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어문론

총 60,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06.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번호 

NRF-2013S1A5A2A01017788, 과제명: 구문 단위 핵심도 분석을 통한 학술 핵심 구문의 추출)로서,  한국어 

구문의 핵심도를 최초로 적용한 논문이다. 인문학 연구 논문을 대표하는 문사철 학술지를 학술말뭉치로 

구축하여, 한국어 학술논문에 나타나는 고빈도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론과 쟁점을 다루었다. 이 논문은 

단어 단위에서 적용되어 온 핵심어 산출의 방법론을 엔그램을 통한 구문 단위에 적용함으로써, 학술논문

의 문체적 스타일과 관습성의 연구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의 피인용지수는 11회(자기인용제외 

10회)로서, 본 연구의 객관적 우수성을 알 수 있다. 

7. 참여교수 김덕호

1) 김덕호,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  Dialectologia, 2016.01.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번호 : 

NRF-2013S1A5A8025734, 과제명 : 20세기 초 한반도 언어지도 제작과 활용 방안 연구)로서, Scopus 국제

학술지인 Dialectologia에 수록되었다. 이 논문은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의 언어지도 제작 현황과 언어지

도를 제작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과정에 대한 연구 과정을 분석한 것으로서, 언어지도 작성을 통해 방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김덕호,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론총 61, 한국문학언어학

회, 2014.09.

    이 논문은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인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영남 지역의 언어적 요소들을 문화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향과 토대를 마련했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질적 연구방법론은 다양한 언어현상에 대해 실제

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과 연구방법론의 구체화를 통해 어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학제로 제안

되고 있는 문화언어학의 이론적 정립에 기여하였다. 이 논문은 2013년도 경북대 학술연구비 과제로 선정

되어 그 결과물로 나온 연구 성과물이다. 

8. 참여교수 서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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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혜은, ｢조선시대 설인귀 서사의 대중화 양상과 그 시대의식｣,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학회, 

2017.06.

  이 논문은 조선 시대에 유통되었던 설인귀 서사의 대중화 양상과 시대의식을 고찰한 연구로서, 당대의 

다양한 시대적 맥락에서 설인귀 서사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 전쟁 당시 활약했던 실존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조선시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고구려사에 대한 재인식, 즉 고토 회복 

담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다양한 역사적 인물과의 후속서사가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면

서 대중성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수혜 논문이며, 다양한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어문학 텍스트를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단의 아

젠다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9. 참여교수 최은숙

1) 최은숙,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遊山)체험의 양상과 의미」, 영남학 64, 경북대학교 영남문

화연구원, 2018.03.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번호 

NRF-2015S1A5A2A013916, 과제명: 영남지역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의 문화적 의미와 권역별 비교 연구)

의 후속연구로서, 청량산 유산(遊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의 존재양상 및 작품에 담긴 유산의 특징

과 의미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청량산 유산체험을 담은 가사작품의 의의를 밝히고, 양반사대부

의 유산기(遊山記)나 한시 등을 통해서만 조명되었던 청량산이라는 문화공간의 장소성 및 의미화에 기여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은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적 접근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연구이다. 

2) 최은숙,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민요학 51, 한국민요학회, 2017.12.

  이 논문은 아리랑 자체의 양식적 특질과 역사적 형성과정,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의 국제관계, 당시 국악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찰함으로써 아리랑 관련 담론이 세계화와 결

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명하였다. 그리고 세계화를 겨냥한 보편성과 지역브랜드라는 특수성의 두 

축으로 아리랑에 대한 담론이 전개되었음을 밝히고, 그에 따라 나타난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아리랑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가 불분명한 세계화 담론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

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큰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적 기여와 더불어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10. 참여교수 김진웅

1) 김진웅,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학 89, 국어학회, 2019.03.

  이 논문은 국어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어학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학술대회에서 “구문의 의미

론과 화용론”이라는 주제를 의뢰받아 발표한 연구 성과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KCI 

우수등재지로 선정되어 있는 국어학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구문의 개념을 언어 형식과 기능의 

기호적 결합으로 규정하고 구문이 내포하는 이론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형성과 관련된 국어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논의의 과정에서 정형표현이 일종의 구문으로서 화자에서 노출되고 기억되

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는 등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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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Dialectologia(스

페인)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 온라인

http://www.publicacions.ub.

edu/revistes/dialectologia1

6/

2 국어국문학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3 국어국문학
보다 완전한 판본을 위하여-텍스트의 검열과 복원

고찰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4 국어국문학
상해 『독립신문』 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5 국어국문학
삼.일 극장의 <빈민가> 공연과 유치진의 도쿄 구

상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1

54482

6 국어국문학 토월회의 번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미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9

17913

7 국어학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8 동양고전연구
조선시대 설인귀 서사의 대중화 양상과 그 시대의

식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2

37887

9 어문론총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문의 추출-국어국문

학 학술논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8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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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ublicacions.ub.edu/revistes/dialectologia16/
http://www.publicacions.ub.edu/revistes/dialectologia16/
http://www.publicacions.ub.edu/revistes/dialectologia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5448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5448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5448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5448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5448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9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9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9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9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9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78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78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78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78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78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63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63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63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63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6313


<표 14>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0 어문론총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

법의 모색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11 어문론총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공저)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12 어문학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制字論)에 대한 비판

적 고찰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64134

13 영남학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0

03397

14 영남학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遊山)체험의 양상

과 의미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3

30699

15 정신문화연구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 서설 (공저)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9

09395

16 퇴계학논집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9

41227

17 한국민요학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18 한국어의미학 과학 텍스트 정의문의 유형 분석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1

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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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41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41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41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41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41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33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33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33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33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33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69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69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69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69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69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939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939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939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939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939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412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412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412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412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4122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06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06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06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06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0620


<표 14>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9 한국학논집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 「숙휘

신한첩」을 중심으로 -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0

11972

20 한국한문학연구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61759

21 한글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2005,

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22 한민족어문학 훈민정음에 나타난 인문지리학적 접근 오프라인 증빙 사본 오프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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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97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97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97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97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97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175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175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175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175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1759


나.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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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1)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본 사업단은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계획과 국제 학술대회 활동 및 연구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사업기간 내 총 40편에 해당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성과를 

이루었다. 국제학술지(국제저명학술지 및 국내저술활동, 기타 국제학술지 포함) 논문 게재 실적은 14편

이며, 그 중에서 참여교수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6편이다.  

◇ 사업기간 내 <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6건)

◦ 정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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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當代韓國” 73권 3호, 2013.09.

-‘韓國古代文學的文化産業化方向’, 河北大學學報“ 40호, 河北大學, 2015.03.

-‘韓國洛東江及其沿岸的文學的想象力 ’, “陝西理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36권, 2018.06.

◦ 김덕호·이상규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 “Dialectologia” 16호, Universitat de Barcelona, 

2016.01.

◦ 남길임

- Kilim Nam, Hyun-ju Song & Jun Choi, ‘A morpheme-based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Korean:   

  an interface between corpus-driven approach and lexicography’, “Lexicography(Journal of 

ASIALEX)”    3/1, 2016.10.

◦ 김재석

-‘土月會の東道の上演に關する硏究’, “朝鮮學報” 241호, 2017.01.

  

(1) 정우락 교수(3건)

  본 사업단의 정우락 교수는 2013년 중국 1급지인 當代韓國에 한국 한문학 작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

였고, 2015년에는 CSSCI인 河北大學學報에 한국 고대문학의 문화산업화 방향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으

며,  2018년에도 陝西理工大學學報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성과는 중국 현지의 언론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한국학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2) 김덕호, 이상규 교수(1건)

  김덕호·이상규 교수(2016) 는 언어지도 작성을 통해 방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여 그 우수

성을 인정받아 방언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Dialectologia’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언어지도 작성

을 통해 방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어문학의 국제화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 남길임 교수(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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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길임 교수는 아시아사전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한국어의 언어유형론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

려한 새로운 언어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어의 보편적 언어 현상을 밝히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는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어문학의 보편적 논의를 지향하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의 구체적인 실

천 사례로서 의의를 가지며, 문화어문학 실천의 국제화 실현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4) 김재석 교수(1건)

  김재석 교수는 일본 내 한국학 전문 학회인 천리대학교 한국학회에서 간행하는 국제학술지에 식민지 

조선의 외국극 수용에 대한 연구 방법론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였다.식민지 조선의 외국극 수용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이 논문은 다양한 문화적 접점을 통해 한국어문학의 연구지평을 확산

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 적용 및 국제화를 실현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교수들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국제적 학술 교류의 활성화와 국제 유관 기관과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연구가 확산되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초 목표한 정

량적 수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제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의 성과들은 본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해외활동들과 연계하면서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실적은 본 보고서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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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편의 논문 게재 성과이다. 아울러 본 사업단

에서 시행하는 성과점검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는 성과점검의 주요 평가항목 중 하

나이며, 참여교수의 연구 및 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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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중하였다. 본 사업단은 1차년도 중국 곡부대학교 유교 관련 학술교류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여 중국, 일

본,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와 관련 기관과 활발하게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매우 많은 사례가 

있지만, 2017년에는 참여교수(정우락)가 책임연구자로 관여하는 영남문화연구원 주관으로 “한중 학술교

류의 방법론 모색(2017.11.08.)”이라는 주제로 국제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중국 광주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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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

원생 해외연수 및 관련 국제세미나의 공동운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기간 내 진행된 국제공

동세미나 개최 및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지원은 국제학술지 게재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의 성과로 있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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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내 <국제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지원> 실적 (총 11건)

- 중국 산동성 곡부사범대학 공자연구소와 공동 세미나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개최, 중국 

곡부사범대학, 2013년 12월 14일~17일.

-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한국어과와 공동 세미나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개최, 중국 하얼

빈사범대학, 2014년 8월 6일. 

-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과 공동 세미나 ‘2014년 국학연구와 문화산업’ 개최, 중국 하북대학, 2014년 

10월 25일.

- 미국 하와이대학 동아시아언어문학과와 공동세미나 ‘한국어 말뭉치 연구 동향과 쟁점’ 개최, 미국 

하와이대학, 2014년 11월 5일. 

- 동국대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5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여교수 김덕호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전망’발표, 동국대, 2014년 12월 6일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동아시아의 전통 타이포그라피 연구 프로젝트’ 연구단과의 학술 교류회 개

최, 경북대학교, 2015년 2월 28일.

- 일본 덴리대학 국제학부 외국어학과와 공동 세미나 참여교수 김재석 ‘일본 칸사이 지역의 전통문화예

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발표, 일본 덴리대학, 2015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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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포스카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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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본 사업단은 사업단 자체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유명 학

자들과 학술적 소통 및 교류를 통해 학술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 1회 국제학술대회 총 6회

를 개최하였고, 올 11월에 근 2년 동안 본 사업단은 연 1회씩 총 2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

업기간 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① 제1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 일시: 2014년 10월 13일(월)~14일(화)

- 장소: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실

- 발표: 총 12개 발표,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 4개국 참여, 외국 소속 학자 4명

② 제2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 일시: 2015년 2월 5일(목)

-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 발표: 총 10개 발표, 일본, 중국, 베트남, 한국 등 4개국 참여, 외국 소속 학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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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ife and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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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4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언어와 문학의 생성 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The Space of Language and Literary Creation: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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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5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Creation and Change of East Asia Language and Literature)

- 일시: 2018년 9월 13일(목)~14일(금)

- 장소: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 발표: 총 12개 발표,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한국 등 5개국 참여, 외국 소속 학자 4명

  지난 사업기간 내 2차년도 이후 연 1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아시아 및 유럽과 미국 각지의 해

외학자들을 초청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며 학술교류를 지속해왔다. 동아시아의 언어의 문제나 문학

의 생성 공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늠하는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자국의 언어와 문학을 넘어서 다양한 

지점에서 언어생활과 문화가 지닌 새로운 의미들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9년에 예정된 제6회 국

제학술대회는 “사회의 변화와 어문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이스라엘의 어문학자 및 언어

데이터 전문가 등이 학술 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4)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

 

◇ 사업기간 내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 실적 

(1)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30건(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19건, 기타 국제학술대회 11건)

 

◦ 백두현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ext’, 

SCRIPTA 2013 ― Evolution of Scripts, 훈민정음학회, 2013.10.12., 한국.

-‘The Evolution of the Joseon Culinary Manuscripts and the Status of The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조선시대 음식조리서의 흐름과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위상)’, 제1회 경북대 국어국문학

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4.10.14.,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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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Adverbs and their Semantic Function in Traditional Korean Culinary 

Manuscripts(한글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부사의 특성과 의미 기능)’,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m, 2014.11.6., 미국. 

-‘Universal values inherent in Hunminjeong and its meaning,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2015.08.20., Austria.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중국학문의 수용과 창의적 변용’,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The Value of Canonical Korean Literature for Forming Well-rounded Personality’, 제4회 세계인

문학포럼 희망의 인문학, 2016.10.27.-2016.10.29., 한국.

-‘월성해자목간의 이두’, 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7.10.19.-2017.10.20., 한국.

 

◦ 남길임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focusing on ‘school violence’  text‘,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The Asia Triple Helix Society, 2013.12.12., 한

국.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Academic 

Prose’,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ASPCLC, 2014.03.08., 중국 홍콩.

-‘A Study on the Extended Lexical Units of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확장된 어휘 단위의 유형 연구)’,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m, 

2014.11.0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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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 2015.06.26., 중국 홍콩. 

-‘The Category and Grammatical Description of ‘ida’‘,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2016.01.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2016.07.07.-2016.07.08., 영국.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6.09.05.-2016.09.11., 조지아. 

-‘Korean Expressions of Mitigation in Product Reviews’,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8.07.14.-2018.07.23., 슬로베니아.

-‘The Translation of Korean Onomatopoeia and Mimesis in Korean-Indonesian Dictionaries’,  

Asialex 2019, 2019.06.17.-2019.06.23., 터키.  

-‘What Are the Factors for the Survival of Korean Neologisms? An Analysis of the Usage Cycle of 

Neologisms Coined from 2005 to 2009’,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2019.07.21.-2019.07.31., 영국.

-‘The Korean Neologism Investigation Project: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the 22nd biennial 

meeting of the 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 2019.05.08.-2019.05.11., 미국.

 

◦ 정우락

-‘朱子詩 <觀書有感>的韓國的收受容和文化的意義’, 韓中文化交流的展樣相, 퇴계연구소,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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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國古典文學的文化産業化方向’, 2014 全國中國語言文學博士后學術論壇, 河北大学, 2014.10.25., 중

국. 

-‘<무이구곡>의 한국적 수용과 그 인문학적 의미’,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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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遼左紀行》來看張錫英的滿洲體驗與其意義’, 文獻與東亞文化交流, 2018.01.18.82018.01.21., 중

국.

-‘以文化语文学解读韩国大邱之空间’,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회, 

2019.08.09.-2019.08.13., 중국.

 

◦ 김주현

-‘申圭植和韓中關係’, 韓中文化交流的展樣相, 퇴계연구소, 2014.08.28., 중국. 

-‘근대 계몽기 자료를 통해본 한중 교류-신규식,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The Publication of Korean Poetry in Classical 

Chinese in Modern Chinese Newspapers and its Significance)’,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6.11.17.-2016.11.18., 한국.

◦ 박현수

-‘Kim Eok and Ideas of Modern Korean National Poetic Form(김억의 근대적 민족시형의 구상)’,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m, 

2014.11.06., 미국. 

◦ 김덕호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전망’, 동국대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51회 국제학술심포지

엄. 동국대학교, 2014.12.06., 한국.

◦ 서혜은

-‘여당 전쟁 관련 인물의 고전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이와 같이, 본 사업단 참여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유관한 다양한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사업 초기부터 한국어의 국제화와 해외 한국학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발표하거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한국연구재단 기준의 국제학술대회에도 활발히 발표해왔다. 특히 백두

현, 정우락, 남길임 교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어의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유관기관과 활

발하게 교류했으며, 매년 국제학술대회에 단독 혹은 참여인력과의 공동연구로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 발

표해왔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가능하도록 항공료, 체제비 일부 등을 지원해왔으며, 이

외 참여교수들의 국제학술대회 발표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단에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학술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2.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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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

저서

구분

논문명/

저서명

논문게재/학술저서 정보
저자 중

참여교수 

성명

주저자

여부게재학술지명/

출판사명

년월

(YYYYMM)

1 논문
작업 단계로 본 훈민정음의 

제자 과정과 원리
한글 201309 백두현 주저자

2 논문
영남지역 국어사 자료의 연구 

성과와 연구 방향
어문론총 201312 백두현 주저자

3 논문
1980년대 동아쇼핑센터 소극

장과 지역연극
어문론총 201312 김재석 주저자

4 논문 김동리의 [해방]연구 어문학 201309 김주현 주저자

5 논문
방언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방언학 201312 김덕호 주저자

 6 논문
『우리말샘』 관련어 유형 및 

정비 구축의 실제
한국사전학 201311 남길임 주저자

 7 논문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

화와 무흘구곡

퇴계학과 유교문

화
201402 정우락 주저자

8 논문
문화어문학: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론총 20140930 김덕호 주저자

 9 논문
한국인의 방언 태도에 대한 

추이 연구
어문학 20141231 김덕호 주저자

10 논문 토월회의 창립공연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0140330 김재석 주저자

11 논문
토월회의 번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20140930 김재석 주저자

12 논문
유치진의 숀 오케이시 수용에 

대한 연구
어문학 20141230 김재석 주저자

13 논문
극예술연구회 제2기의 번역극 

공연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0141230 김재석 주저자

14 논문
<백세 노승의 미인담>의 서사 

복원과 그 의미

한국현대문학연

구
20140831 김주현 주저자

15 논문
단재의 서사문학 계보와 <지

구성미래몽>의 의미
어문학 20140930 김주현 주저자

16 논문 판결서 텍스트의 문장 확대 한글 20140330 남길임 주저자

1)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 사업기간 내 국내 학술지 게재 실적 (총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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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 대한 연구-판결서 간

이화의 관점에서-

17 논문

언어 사용의 경향성과  유의

어의 기술-인내동사를 중심으

로-

한국어의미학 20140330 남길임 주저자

18 논문

빅데이터 적정 텍스트 추출을 

위한 언어학적 접근-학교폭력 

관련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0140630 남길임 공동저자

19 논문

학술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

문의 추출-국어국문학 학술논

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20140630 남길임 공동저자

20 논문

말뭉치언어학의 관점에서 바

라본 명사의 정도성-관형성과 

피수식성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20140930 남길임 주저자

21 논문
이론으로서의 말뭉치언어학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한국어의미학 20141231 남길임 주저자

22 논문 만해 문학의 문학사적 가치 선문화연구 20140630 박현수 주저자

23 논문
김수영 시론에 있어서 전위성

의 성격과 기원
어문론총  20140630 박현수 주저자

24 논문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에 대

한 비판적 고찰
어문학 20140330 백두현 주저자

25 논문

한글 음식조리서 : 전통 음식 

문화를 담은 우리말의 보물 

창고 

새국어생활 20140531 백두현 주저자

26 논문
문화어문학 :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
어문론총  20140630 백두현 공동저자

27 논문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

구 방법 서설
정신문화연구 20140910 백두현 공동저자

28 논문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
방언학 20141231 백두현 공동저자

29 논문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

화와 무흘구곡- 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批正을 겸하여 -

퇴계학과 유교문

화
20140228 정우락 주저자

30 논문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의 산수

유람과 지향의식
남명학 20140330 정우락 주저자

31 논문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20140331 정우락 주저자

32 논문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어문론총  20140630 정우락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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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론적 혁신

33 논문
형재 이직의 한시에 나타난 

물에 관한 상상력
동양한문학연구 20140830 정우락 주저자

34 논문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

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20141230 정우락 주저자

35 논문
남명 조식의 ‘물’ 인식과 

인문정신
영남학 20141231 정우락 주저자

36 논문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韓民族語文學 201504 김덕호 공동저자

 37 논문

Perceptual Dialectology and 

Language Attitudes: A View 

from Gyeongsang Dialect 

Speakers

언어과학연구 201512 김덕호 공동저자

 38 논문
한일 방언 경관의 분석과 방

언 태도의 상관성
일본학 201505 김덕호 주저자

 39 논문
극예술연구회 제1기의 번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미
大東文化硏究 201503 김재석 주저자

40 논문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아일

랜드극 수용과 근대극의 형성
국어국문학 201506 김재석 주저자

41 논문
1920년대 카프계열 극단의 번

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미
어문학 201509 김재석 주저자

 42 논문

1980년대 대구지역 진보적 연

극운동의 형성- 극단 시인과 

놀이패 탈을 대상으로

어문론총 201509 김재석 주저자

 43 논문 김동리와 다솔사 체험 어문학 201503 김주현 주저자

 44 논문
신채호와 『가정잡지』의 문

필 활동
현대소설연구 201504 김주현 주저자

45 논문
단재 신채호의 『권업신문』 

활동 시기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01508 김주현 주저자

46 논문
신채호 집필 추정 작품에 대

한 저자 논증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01602 김주현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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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논문
감정용언의 부정 구문에 대한 

연구
어문학 201503 남길임 공동저자

48 논문
현대 한국어 [+사람] 신어의 

사회 · 문화적 의미
한국사전학 201505 남길임 공동저자

48 논문

"-ㄹ 수 없-"의 의미와 담화 

기능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201506 남길임 주저자

50 논문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본 "이

다"의 결합 양상
한말연구 201512 남길임 주저자

51 논문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

재의 기준
한글 201512 남길임 주저자

52 논문
해방기 초월주의의 본질과 사

상사적 특성

한국현대문학연

구
201504 박현수 주저자

53 논문
『병학지남』 이판본의 연대 

고증과 계통 연구
국어사연구 201504 백두현 주저자

54 논문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

층론적 연구
한국학논집 201506 백두현 주저자

55 논문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creation of Hunmin 

jeonge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ext-input 

systems

SCRIPTA 201510 백두현 공동저자

56 논문
조선시대 <서유기>의 개작 양

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어문론총 201509 서혜은 주저자

57 논문
대구 역사공원과 고전문학의 

연계 방안 연구
열상고전연구 201512 서혜은 주저자

58 논문
월천 조목의 국토 기행과 그 

시적 형상
民族文化硏究 201505 정우락 주저자

59 논문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

해 -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

로-

嶺南學 201506 정우락 주저자

60 논문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의 

옥중일기(獄中日記) 『흑산록

(黑山錄)』

어문론총 201506 정우락 주저자

61 논문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

적 응용 -<觀書有感(관서유

감)>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

화
201508 정우락 주저자

62 논문
忘軒 李胄의 한시와 문학사적 

위상
동양한문학연구 201510 정우락 주저자

63 논문
『퇴계언행록』의 형성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퇴계학논집 201512 정우락 주저자

64 논문
동계 조형도 시에 나타난 

‘물’에 대하여
영남학 201512 정우락 주저자

65 논문
포은 정몽주 시에 나타난 공

간 상상력
포은학연구 201512 정우락 주저자

66 논문

유치진의 릿쿄대학 졸업논문 

「숀 오케이시 연구-주노와 

공작」

어문논총 201603 김재석 주저자

67 논문 유치진의 연극 입문에 대한 한국극예술연구 201603 김재석 주저자

238-346



연구

68 논문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

치와 그 의미
어문론총 201603 백두현 주저자

69 논문 ‘이다’의 범주와 문법 기술 문법 교육 201604 남길임 공동저자

70 논문
이광수와 신채호의 만남, 그

리고 그 영향

한국현대문학연

구
201604 김주현 주저자

71 논문
과학 텍스트 정의문의 유형 

분석
한국어 의미학 201606 남길임 주저자

72 논문
병와 이형상의 <추록언문반절

설> 분석
국학연구론총 201606 이상규 주저자

73 논문
상해 시절 이광수의 작품 발

굴과 그 의미
어문학 201606 김주현 주저자

74 논문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

파의 문학적 대응

퇴계학과 유교문

화
201608 정우락 주저자

75 논문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 영남학 201608 정우락 주저자

76 논문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영남학 201608 백두현 공동저자

77 논문
삼.일극장의 <빈민가> 공연과 

유치진의 도쿄 구상
국어국문학 201609 김재석 주저자

78 논문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감성

표현 연구: 감성분석과 국어

학 연구의 접점

언어과학연구 201609 남길임 공동저자

79 논문
상해 독립신문에 실린 이광

수의 논설 발굴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201609 김주현 주저자

80 논문
한남서림의 경판본 소설 대중

화 방안과 그 소설사적 의미
어문학 201609 서혜은 주저자

81 논문
泰村 高尙顔의 현실인식과 그 

문학적 대응
동양한문학연구 201610 정우락 주저자

82 논문
｢꿈하늘｣의 새로운 읽기 – 역

사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

구
201612 김주현 주저자

83 논문

고전소설 속 여·당 참전 중

국인의 형상화 방식과 시대적 

의미

韓國古典硏究 201702 서혜은 주저자

84 논문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

한 분석 방안 연구 1: 지리언

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회 201703 김덕호 주저자

85 논문

유치진의 도쿄 구상 실천과 

극예술연구회의 <포

기>(Porgy)

한국극예술연구 201703 김재석 주저자

86 논문
<遼左紀行>을 통해 본 張錫英

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 201703 정우락 주저자

87 논문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

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
국어사연구 201704 백두현 주저자

88 논문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

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201705 남길임 공동저자

89 논문
〈용과 용의 대격전〉에 대한 

새로운 읽기
현대소설연구 201706 김주현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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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논문
이상정 장군의 육필 유고 표
박기분석

동아인문학 201706 이상규 주저자

91 논문
조선시대 설인귀 서사의 대중

화 양상과 그 시대의식
동양고전연구 201706 서혜은 주저자

92 논문
한국어 부정 구문 연구를 위

한 말뭉치언어학적 접근
한국어 의미학 201706 남길임 주저자

93 논문

『주초침저방』(酒醋沈菹方)

의 내용 구성과 필사 연대 연

구

영남학 201709 백두현 주저자

94 논문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

징
한민족어문학 201709 정우락 주저자

95 논문
서계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그 의미
영남학 201709 정우락 주저자

96 논문

德山洞府의 문화지리적 상상

력 - ｢神明舍圖｣와 ‘덕산 문

화’의 상관성

남명학연구 201709 정우락 주저자

97 논문

동고(東皐) 서사선(徐思選) 

시문학(詩文學)의 공간 상상

력과 의미 구조

국학연구론총 201712 정우락 주저자

98 논문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민요학 201712 최은숙 주저자

99 논문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201712 김주현 주저자

100 논문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

국 한시와 그 의미
영남학 201712 김주현 주저자

101 논문
영남 지역의  하위 방언구획

에 대한 종합적 연구
영남학 201906 김덕호 주저자

102 논문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한 사

회방언학적 연구
방언학 201806 김덕호 주저자

103 논문
상해 『독립신문』 소재 <피

눈물>의 저자 고증
현대소설연구 201907 김주현 주저자

104 논문
보다 완전한 판본을 위하여－

텍스트의 검열과 복원 고찰
국어국문학 201903 김주현 주저자

105 논문 <신단공안>의 저자 규명
한국현대문학연

구
20181231 김주현 주저자

105 논문

≪황성신문≫에 실린 신채호 

작품의 발굴 연구-<대동고사>

란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

구
201812 김주현 주저자

107 논문

근대 계몽기 재중 발간 매체

에 실린 한국문학 자료의 조

사 및 연구

어문론총 201803 김주현 주저자

108 논문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

국 한시와 그 의미
영남학 20171231 김주현 주저자

109 논문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 소설

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20171231 김주현 주저자

110 논문

한국어교육분야국문초록의이

동마디구성분석    - 한국인

과 외국인 전문필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201904 김진웅 주저자

111 논문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 國語學 201903 김진웅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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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12 논문 한국어 사전학의 현황과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20190531 남길임 주저자

113 논문

‘후회’의 역설 - 감성 표현

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고찰 

-

한국사전학 201811 남길임 주저자

114 논문

교육용 과학언어 연구를 위한 

범용 자료로서 과학교과서 말

뭉치 K-STeC(Korean Science 

Textbook  Corpus) 구축

한국과학교육학

회지
201808 남길임 공동저자

115 논문
웹 말뭉치를 활용한 언어 연

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어 의미학 201806 남길임 주저자

116 논문
웹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신어의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사전학 201805 남길임 공동저자

117 논문

구어 부정 구문의 기능과 특

성―‘거 아니-’ 구문을 중

심으로―

한글 201803 남길임 주저자

118 논문 음식디미방의 맛질 방문 재론 지명학 20190630 백두현 공동저자

119 논문 김치의 어원 연구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
201904 백두현 주저자

120 논문
표기와 음운변화로 본 『주찬

방』의 필사 연대
국어사연구 201904 백두현 공동저자

121 논문 합천 활인대비의 비문 연구

여수 이상규 교

수 퇴임기념논문

집

20190329 백두현 주저자

122 논문

평안방언의 ㄷ구개음화 미실

현과 지역 정체성 형성의 상

관성

송철의 선생 퇴

임 기념 국어학 

논총

20181020 백두현 주저자

123 논문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木簡과 文字 201806 백두현 주저자

124 논문

북한 문화어의 어두 ㄹ, ㄴ 

규정을 통해서 본언어 정체성 

구축과 차별화 방식 연구

어문론총 201806 백두현 공동저자

125 논문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권두

서명과 병서 행 복원 방안 연

구

어문론총 201803 백두현 주저자

126 논문

국립 기메 동양 예술 박물관 

소장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과 

의의

동아시아고대학 201903 서혜은 주저자

127 논문
虛齋 林汝松 文學의 주제와 

그 의의
南冥學硏究 201906 정우락 주저자

128 논문
한시로 그린 회연서원과 그 

주변
남명학 20190330 정우락 주저자

129 논문

주세붕의 백운동 구상, 아름

다움과 강함의 이중주- 문성

공 향사의 삽입 시가에 기반

하여 -

한국선비연구 20181231 정우락 주저자

130 논문 백곡 정곤수의 가족사랑과 가 국학연구 201811 정우락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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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식 연구

131 논문

경북 종가 제례의 양상과 문

화적 의미 ― 불천위 제례를 

중심으로 ―

온지논총 201807 정우락 주저자

132 논문
韓國洛東江及其沿岸的文學的

想象力

陝西理工大學學

報(社會科學版)
20180620 정우락 주저자

133 논문
성주지역 금석문의 존재 양상

과 성격
영남학 201806 정우락 주저자

134 논문 21세기 活學으로서의 남명학 남명학 20180330 정우락 주저자

135 논문

일제강점기 아리랑 탐구의 한 

방향 - 민중적 관심을 중심으

로

동남어문논집 201905 최은숙 주저자

136 논문
『지셔ㅣ자명록』수록 가사 

작품의 담론 특성과 의미
동방학 201902 최은숙 주저자

137 논문
영남지역의 아리랑 전승 활동

과 지역문화브랜딩
한국민요학 201812 최은숙 주저자

138 논문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

산(遊山)체험의 양상과 의미
영남학 201803 최은숙 주저자

◇ 사업기간 내 <논문 게재료 지원> 실적(총 26건)

   : 게재료 지원 논문에 관한 일람은 학술지 게재 논문목록(표) 참조.

 

   - 1차년도: 김주현 외 2건

   - 2차년도: 남길임 외 3건 

   - 3차년도: 박현수 외 5건

   - 4차년도: 김주현 외, 3건

   - 5차년도: 백두현 외, 5건

   - 6차년도: 백두현 외, 4건

   - 7차년도 전반기: 백두현 외, 4건

  참여교수들이 게재한 논문 실적에 비해서 논문 게재료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논문게재료 등 각종 학술지원비가 참여교수의 연구비 재원에서 충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한국연구재단 과제와 정부 및 지자체 연구(용역)사업에 선정되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사업단은 논문 게재료 보다는 다양한 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를 

위한 여비 지원, 학술 세미나 지원 등으로 참여교수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단 참여교

수들은 각종 연구비 수주실적은 본 보고서 10.1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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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실적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의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 

지원으로 학술대회, 학회 관련 세미나 및 강연에 발표 및 참가비용을 지원하였다. 사후 지원으로는 논문 

게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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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내 <국내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실적 (총 13건)

- 남길임, 한국어의미학회 참석, 강원대학교, 2014.08.11.

- 백두현, 제48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참석, 창원대학교, 2014.08.19.

- 남길임, 한국언어과학회 주최 2014년 여름학술대회, 부산대학교, 2014.08.21.

- 백두현, 전남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단 학술대회 참석, 2014.09.26.

- 김재석, 배달말학회 전국학술대회 참석, 순천대학교, 2014.10.18.

- 김주현, 학술심포지엄 발표, 충북대학교, 2014.11.26.

- 백두현, 2016년 국어사학회 여름 학술대회 참석, 전북대학교, 2016.07.07.~08.

- 남길임, 한국어의미학회 제 40차 전국학술대회 참석, 강릉원주대학교, 2017.02.10.

- 남길임, 2017년 우리말글학회 전국학술대회 참석, 부산, 2017.02.17.

- 남길임, 620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2017.05.12.

- 남길임, 한국사전학회 발표, 2018.08.24.

- 김주현, 한국근현대사학회 참석, 2018.08.24.

- 정우락, 내암 정인홍의 학문과 사상 전국학술대회 참석,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2018.10.12.

◇ 사업기간 내 <국내 학회 관련 세미나 및 강연 참가비용 지원> 실적 (총 17건)

- 정우락, 안동 국학진흥원 주관 학술세미나 참석, 2013.12.27.~27.

- 남길임, 제1회 BK21 포럼 참석, 대전 우송대학교, 2014.05.21.

- 남길임, 제1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코퍼스 포럼 참석, 2014.07.08.

- 박현수, BK21인문학분야 포럼 참석, 2014.07.29.

- 남길임, 김하수 교수 정년기념 강연 및 학술집담회 참석, 연세대학교 2014.08.22.

- 백두현, 국어사학회 9월 월례강독회 참석, 2014.09.20.

- 백두현, 국어사학회 10월 월례강독회 참석, 2014.10.18.

- 백두현, 상주문화원 주최 시의전서전통음식연구회와의 간담회 참석(상주문화원 MOU체결), 2015.02.03.

- 정우락, 상주문화원 주최 시의전서전통음식연구회와의 간담회 참석(상주문화원 MOU체결), 2015.02.03.

- 김덕호, 상주문화원 주최 시의전서전통음식연구회와의 간담회 참석(상주문화원 MOU체결), 2015.02.03.

- 백두현, 경북대-전남대 학술교류 특강, 2016.06.13.

- 백두현,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 참석, 2016.06.20.

- 백두현, 한국목간학회 하계워크숍 참석, 원광대학교 , 2016.07.22.

- 남길임, 2016년 제 1회 한글문화토론회 참석, 2016.09.23.

- 남길임, 제1회 전국대학원생 학술포럼 참석,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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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국어사학회 월례강독회 참석, 2018.10.20.

- 남길임, 국어정보화아카데니 참석, 2019.02.12.~13.

 

◇ 사업기간 내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실적 (총 39건)

 

- 2013년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2014.02): 참여교수 3건  

- 2014년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2015.02): 참여교수 7건

- 2015년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2016.02): 참여교수 7건

- 2016년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2017.02.28.): 참여교수 7건

- 2017년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2018.02.21.): 참여교수 8건

- 2018년도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2019.02.21.): 참여교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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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저서

① 참여교수 저서 환산 편수

<표 15> 참여교수 1인당 저서 환산편수 실적

항 목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학술저서

환산편수

국어 2 12 4.5 4.4877 8.15 4.5576 5.0853 6.97 47.7506

외국어 0 0 0 0 0 0 0 0 0

학술저서 총 환산편수 2 12 4.5 4.4877 8.15 4.5576 5.0853 6.97 47.7506

1인당 학술저서 환산편수 2.6272 2.1835 1.5069 2.0836

환산 참여교수 수 7.0416 7.875 8 22.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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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저서 환산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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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단장 백두현 

1)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02.

  한글문헌학(태학사)는 종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저서이다. 서지학적 문헌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글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한글 문헌의 주제별 

분류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한글문화 자산의 미래 가치와 전망을 보여준 저서로 평가받았다. 

이 책은 2015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되었으며, 출판 후 5개월 만에 제2쇄를 찍어내기도 했다.

2) 백두현, 현풍곽씨 언간주해(증보판), 태학사, 2019.08.

  이 책은 저자가 2003년도에 냈던 현풍곽씨언간의 증보판이다. 초판은 대한민국 학술원 2004년도 기

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현풍곽씨언간은 17세기 초기에 현풍에서 살았던 곽주와 그의 가

족들이 쓴 한글 편지로서, 당대의 생활언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편지의 내용에는 17세

기 초기의 일상생활이 반영되어 있어서 생활사 연구의 자료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텍스트로 활용되어 

왔다. 증보판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근래에 나타난 편지가 포함되었고, 초판본 이후에 발전된 연

구 내용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를 고치고 다듬었다. 이 책은 국어사 자료일 뿐 아니라 생활사 연구 자료 

및 교육 현장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전통 생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백두현 외(공저),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08.

   이 책은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이 사업단의 연구지향 및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문

화’를 어문학에 접속한 ‘문화어문학’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어문학적 연구 성과를 현실에 밀착시

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시도하였다.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의미하는 문화어문학을 통해 

한국어문학 연구가 수행해 왔던 실증주의와 구조주의적 성과를 계승하고,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당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실용의 차원에서 한국어문학을 재발견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문화어문학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

우를 살핌으로써 문화어문학이 지닌 지평의 다양성을 제시하여 문화어문학의 이론적·실천적 측면을 제

안하고 있다.

2. 참여교수 이상규

1) 이상규, 훈민정음 통사, 올재, 2013.11.

  이 책은 2014년 한국연구재단 우수저서 후지원 사업에 선정된 도서이다. 훈민정음 연구의 초석을 놓은 

고(故) 방종현 선생의 기념비적 저술 ‘훈민정음통사’를 주해한 책이다. 이‘훈민정음통사’는 특히 역

사적 사실을 일일이 찾아 한글의 창제와 변천사를 꼼꼼하게 살핀 실증적 사료 중심의 연구서로, 이후 학

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이상규 교수가 주해한 훈민정음통사는 방종현 선생의 훈민정음통사

(1947년)와 해석 원본 훈민정음(1946년)을 합본, 현대어로 바꾸고 상세한 각주를 달아 일반인들이 교

양서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다. 

2) 이상규, 한글공동체, 박문사, 2014.09.

  이 책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한글공동체는 바르고 품격 높은 우리말

과 우리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나누어 우리 문화를 융성시키고, 문자가 없는 이웃 나라와 종족들의 구

어 자산을 한글로 기록하여 보호하고 차별적 공동체가 아닌 한글을 통한 통합적 공동체로서 한글과 한국

어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지닌 그 자체로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한글 나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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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획한 것이다. 바르고 품격 높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나누어 우리 문화를 융성

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한글의 세계화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해 보는 책으로 한국어 자

산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이상규, 경세훈민정음, 역락, 2018.02.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저술지원사업의 결과물로서, 명곡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의 어문사적 중요

성을 고찰한 저서이다. ｢최석정의 학문과 사상｣, ｢성운학 연구의 흐름｣, ｢경세훈민정음의 해제｣, ｢경
세훈민정음 주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다. 우리 어문학 텍스트를 국어학과 국어사적 측면에서 

정치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어문학 텍스트의 문화적, 언어적 속성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참여교수 김주현

1) 김주현, 화두를 찾아서 – 문학의 화두, 삶의 화두, 역락, 2017.11. 

  이 저서는 경북대가 선정한 인문학교양총서 34권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양 문학 오이디푸스오아, 
신, 시편주석, 그리스로마신화, 탈무드, 어린왕자 등과 한국문학 ｢날개｣, ｢낙동강｣, 화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에 대한 화두를 분석하고, 아울러 역사적인 인물, 우공, 에디슨, 장자, 

진정, 원효, 향엄지한, 신채호 등에 대한 삶의 화두를 다룬 저서이다. 인문적인 교양과 학술적인 깊이를 

더한 책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곧 학술적인 내용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씌어진 저서이다. 이 저서

는 ‘2018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전진문의 행복한 독서(영남일보, 
2018.6.22.)에 소개되기도 했다.

2) 김주현, 신채호문학주해,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8.06.

  이 저서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연구된 저서이다. 신채호 문학으로 분류된 작품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자세한 주석을 첨부하였다. 이 저서는 그동안 신채호 연구의 성과뿐만 아니라 신채호 자료 발

굴의 결과를 축적하여 이룩해낸 결과이다. 그래서 4,600여 개에 이르는 주석은 그의 문학 이해에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저서는 여러 판본들 사이의 차이를 밝히고, 오기 등을 수정했으며,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주석들을 수용하여 주석과 주해를 붙임으로써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도왔다. 아울

러, 문학뿐 아니라 역사서와 다양한 저술들을 바탕으로 하여 단재 저술 전반을 관통하는 주해를 시도함

으로써 단재를 새롭게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단재연구의 진일보

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3)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2013.12.

  이 저서는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이다. 이 책은 김동리의 주요 작품 분석

을 통해 김동리의 작가의식, 현실인식의 변화와 한계, 지향점 등을 포착함으로써 김동리 소설 전반에 대

한 재조명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김동리의 사상을 화랑 사상, 동학사상 등 다양한 지역 사

상과 결부하여 역사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김동리 사상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구축하였다. 아울러 김

동리의 미발굴·미확인 작품에 대한 발굴, 작품 목록 재정비를 통한 김동리 문학의 재해석과 김동리 문

학세계 전반에 대한 재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김주현, 실험과 해체-이상 문학 연구지식산업사, 2014.07.

  이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이다. 이 책은 이상 문학의 주석 및 텍스

트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이상 문학의 텍스트를 확정하였고, 이상 문학 연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상의 개별 작품 분석을 통해 이상 문학의 새로운 지향을 발견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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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상 문학의 다층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아울러 이상 연구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통해 이상 연

구의 현재적 의미를 확보했으며,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참여교수 정우락

1) 정우락, 남명학의 생성공간: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쳐라, 2014.07.
  이 책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지원사업 선정작으로서, 교수신문∙한겨레신문∙연합

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저서의 우수성이 소개되었다. 이 책은 남명학 및 남명학파에 대한 연구가 동어 

반복을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학계

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문학 생성공간의 측면을 부각시켰고, 그 결과 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실

제로 남명이 옮겨 다닌 공간뿐만 아니라 상상의 공간인 중국까지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남명학의 생성

공간이 동아시아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명학 생성공간을 문화관관 자원으로 개발

할 것을 모색하는 이 논의를 통해 남명학 연구가 대중화, 실용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우락, 모순의 힘: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경북대학교출판부, 2019.05.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저술사업에 선정된 과제의 성과물로서, 한국문학의 물에 관한 상상력을 다

루었다. 한국문학에 나타난 물 이미지의 모순성에 주목한 이 연구는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을 

‘대대입의(待對立義)에 의한 모순적 통일성’으로 파악하고, 그에 관한 다양한 양상을 논구하였다. 이

러한 논지는 물에 대한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간적 상상력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물의 

문화론적 확장을 꾀하는 이 연구는 한국문학의 문화론적 접근과 적용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

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정우락, 영남의 3.1운동과 만주의 꿈, 경북대출판부, 2019.02.

   이 책은 경북대 저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출간된 것으로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남 지역 

3·1운동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907년에 일어난 국채보상

운동의 발원지인 대구, 1919년 파리장서운동의 핵심 지역인 영남에서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재구하고 그 

특징을 밝힌 의미 있는 연구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이주하여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어 나간 영

남 유림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망명 유림의 독립운동과 사상적·정서적 지향, 이들과 연계된 국내 유림의 

동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영남지역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했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5. 참여교수 남길임 

1) 남길임,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08.

  2012년부터 저술 시점까지 저자인 남길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 연

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학술 저서로서, 신어 생성 원리 및 맥락적 의미에 따라 신어를 유형 분류한 

학술 서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웹크롤링 신어 분석기를 활용한 신어 조사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관련

된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신어 관련 연구를 학술적으로 선도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신어에 반영된 언어

적∙문화적 현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신어를 문화어문학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맥락으로 연결하였다. 이 저서는 한국어 ‘신어’와 관련한 대중적인 지식을 다룬 교양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NAVER 지식백과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인들에게 한국어 ‘신어’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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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교수 김덕호

1) 김덕호(공저), 경제언어학- 언어, 방언, 경어, 역락, 2015.07.

  이 책은 일본의 언어학자 이노우에 후미오의 경제언어학 논고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역서로

서, 한국 최초로 언어와 경제(재화)의 관계를 연구한 저서이다. 학계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적인 구조 분

석을 통한 언어 이해의 관점에서 그 연구의 범위와 관점을 파격적으로 확장한 논의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2012년에서 2014년 3개년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실용성을 인정받아 모

범적인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언론에 주목을 받는 등 어문학의 실용화에 기여하였다. 

2) 김덕호(공저), 컴퓨터를 활용한 방언학 연습과 실제, 한국문화사, 2018.01.

   이 책은 방언학 강의를 목표로 이론 강의와 실습 내용을 단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서, 새로운 개념의 방언학 연구 및 강의 교재로 개발한 것이다. 방언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들을 실제로 

활용하여 학생들과 일반인이 방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은 방언 속에 나타나는 문화어문학적 

속성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언학의 실제 활용 방안과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3) 김덕호(공저), 방언에 지도를 입히다, 민속원, 2019.03.

   이 책은 1980년대 이후 현장 방언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언어 지도를 제작한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

구원에서 펴낸 <한국방언자료집>에 나오는 단어 120개의 방언 분포를 시각화하고 해설을 수록한 이 저서

는 발간 당시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소개되면서 일반인에게 한국어의 다양성으로서 

방언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 저서는 방언의 중요성과 의의를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 참여교수 서혜은

1) 서혜은,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새문사, 2017.04.

  이 책은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에 대한 저자의 십여 년 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저서로서, 출판되어 상품

으로 향유된 최초의 소설이라는 경판본 소설의 사적 의의를 밝혔다. 경판본 소설이 대중성 확보에 기여

한 다양한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고전소설에서 경판본 소설의 의미를 재구하였으며, 경판본 소설의 대중

성과 사회의식, 대중화 양상과 후대적 변모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8. 참여교수 최은숙

1) 최은숙(공저),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015.07.

  이 책은 지속적으로 영남 지역의 언어와 문학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문화어문학'과 '지역어문학'이라

는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

색하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와 함께 사업단 아젠다를 모색하는 

신진여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남지역 어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지향하는 본 사업단의 대표적 연구 성과로서 평가받는다. 

2) 최은숙(공저),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02.

  이 책은 본 사업단 학술총서 제3권으로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여 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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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과학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서이다. 문화어문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전문학의 현장과 문화적 전통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단 참여인력(참여교수, 신진연

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이론적 적용 가능성 및 연구역

량 향상을 도모한 저서로서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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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경북대학교출판부 모순의 힘: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오프라인 저서 제출

2 경북대학교출판부 영남의 3.1운동과 만주의 꿈 오프라인 저서 제출

3 경북대학교출판부 신채호문학주해 오프라인 저서 제출

4 민속원 방언에 지도를 입히다 오프라인 저서 제출

5 박문사 김동리 소설 연구 오프라인 저서 제출

6 박문사 한글공동체 오프라인 저서 제출

7 사단법인 올재 훈민정음 통사 오프라인 저서제출

8 새문사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오프라인 저서 제출

9 역락
남명학의 생성공간: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

리쳐라
오프라인 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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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0 역락 화두를 찾아서 – 문학의 화두, 삶의 화두 오프라인 저서 제출

11 역락 경세훈민정음 오프라인 저서 제출

12 역락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오프라인 저서 제출

13 역락 현풍곽씨언간주해(중보판) 오프라인 저서 제출

14 역락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오프라인 저서 제출

15 역락 경제언어학- 언어, 방언, 경어 오프라인 저서 제출

16 지식산업사 실험과 해체-이상 문학 연구 오프라인 저서 제출

17 커뮤니케이션북스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공저) 오프라인 저서제출

18 커뮤니케이션북스 신어 오프라인 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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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9 태학사 한글 문헌학 오프라인 저서 제출

20 한국문화사 컴퓨터를 활용한 방언학 연습과 실제 오프라인 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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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참여 교수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및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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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본 사업단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인 모색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한 독창적인 논문을 

써서 학계에 기여하기도 했다.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을 어문학에 실

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고, 보다 개별적으로는 한글문헌학의 이론을 탐색하

고 ‘선금술’이라는 방법론을 실험하였다. 또한 관물이론을 바탕으로 한시 분석의 틀을 모색하고, 

‘말뭉치언어학’이 이론언어학의 독자적인 분야로서 분명한 지위를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사업단 참여교수 중 다수가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백두현, 김재석), 중견연구자(김주현, 남길임, 

최은숙), 신진연구자(서혜은)로 선정된 것은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우수함을 방증한 것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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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

화 및 타 분과학문으로의 적용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참여교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단장 백두현

   본 사업단의 단장 백두현은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 ｢<주초침저

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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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함으로써 이들의 국어사적·문화어문학적 가치를 구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어문학

의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백두현은 한글문헌학(태학사, 2015)에서 한글 문헌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한글 문헌의 현대

적 활용 방안과 미래적 가치를 논하였다. 또한 독창적 관점에서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을 기술하였다. 이는 한글 문헌에 대한 통합적 연구 방법론을 개발한 것으로서, 문헌에 대한 융

합적 연구 방법론을 개척한 것이다.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은 언어문화, 사회문화, 특정

문화의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학 연구를 위한 독창적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였다. 

2) 참여교수 이상규

  참여교수 이상규는 최근 ｢병와 이형상의 <추록언문반절설> 분석｣과 증보정음발달사. 직서기언, 
경세훈민정음 등의 일련의 저서를 통해 ‘훈민정음’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주석으로 보완하는 연구

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 중 경세훈민정음은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지원사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진행된 한국학진흥토대연구사업 결과물 중의 하나인 경
북내방가사 1,2,3권의 출간을 통하여 내방가사 해석 및 주석을 하였으며, 경북 지역 내방가사에 속

한 문화적·언어적 속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방언학 연습과 실제라는 대학 

교재를 저술하여 방언 속에 나타나는 문화어문학적 속성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문저서를 출간하여 '2017 대한민국 매천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 참여교수 김재석

  참여교수 김재석은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실증주의를 토대로 연극 연구의 기반을 확충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유치진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근대극에 나타난 외국극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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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관계를 밀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근대극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극의 위치와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다. 2015년도에는 한국 근대극의 형성에 미친 외국극의 영향이라는 과

제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일본의 한국학 학회지이며 국제

학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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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연구재단 우수도서인 식민지 조선 

근대극의 형성을 발간했고, 식민지 조선의 근대극이 지닌 다층적 양상과 사회문화사적인 의미를 재

조명하였다.

4) 참여교수 김주현

  김주현은 ｢텍스트의 구경-선금술의 방법론｣(2011) 이래 ‘선금술’이라는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

색해왔다. 신채호문학연구초(2012)를 내놓으면서 그러한 방법론은 더욱 분명해졌으며, 이후에 발표

한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 문학(2015)은 텍스트의 연구 방법을 단초한 이론적 모색의 결과이

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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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는 자료의 세밀한 조사와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한 연구 성과이며, 두 논문 모두 한국연구재단 국어국문학 분야 우수학

술지인 국어국문학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은 최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된 ｢<황성신문>

에 실린 신채호 작품의 발굴 연구｣나 ｢근대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증｣이라는 연구와도 무관하

지 않다. 이와 같이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연구방법은 텍스트의 실증

적 접근을 단초한 이론적 모색의 결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김동리 소설 연구(2013), 해체와 실

험-이상 문학 연구(2014),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 문학(2015) 등의 저서들이 모두 대한민국학

술원 우수도서로 지정이 되는 등 연구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5) 참여교수 정우락

  정우락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심성론과 우주론에 내재되어 있는 성극론(誠極論)을 바탕으로 관

물이론을 모색하였고, 강이 가지는 경계와 소통의 의미를 기반한 문화적 교섭을 통해 ‘강안학’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이론 개발은 서구이론의 무분별할 수입과 부정확한 적용을 반성하는 한편, 자생

이론을 주체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룩된 것이며, 본 사업인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에도 중

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지향은 참여교수 백두현과 공저한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에도 치열하게 나타나는 바, 이 논믄은 피인용지수 11을 기록하면서 그 객관적 우수성

을 인정받고 있다.

  정우락은 수년간 경상북도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통해 영남의 종가문화를 연구하였고, 한국의 전통 

중 하나인 종가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영남을 넘어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에서는 영남문화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덕천서원｣, ｢회연서원｣ 등 서원을 

소개하는 저서 작업을 통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의 대중성을 제고하였다. 공저인 
대구감옥 127일, 그 고난의 기록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시점에서 대구의 3.1운동을 되짚어본다

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은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6) 참여교수 남길임

  남길임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어원 ‘신어조사사업’의 영구책임자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한국어 신어의 사용주기조사의 방법론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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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 평가받는다. 신어 조사 사업은 이러한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일반 언중들의 언어 사용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실용적, 대중적 가치를 갖는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어 관련 연구 성과 및 언론 보도는 신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

였다. 신어 사업을 통해 저술한 신어(2016)은 신어와 관련된 학술적 개념 기술서로서의 성격과 더

불어 대중서로서의 가치를 함께 갖는다. 이러한 학술적 연구의 성과를 통해  NAVER 지식백과와 계약

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길임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2회의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사업(학제간 연구), 총 6년간 중견

연구자지원사업, LG연암재단 교수 해외연구지원사업 등을 수주하였으며, 한국어 말뭉치 연구의 외연

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인문학에서는 생소한 연구 분야인 감성 어휘를 분석하고 대

규모 웹 사전 기반 어휘 항목 구축 등으로 문화어문학 연구의 최신 동향을 선도하였으며 다른 학문 

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대한 혁신의 장을 마련하였다.

7) 참여교수 김덕호

   김덕호 교수는 국어문화론 전공교수로서, 국어학과 사회언어학, 방언학 분야에 주목할 만한 논문

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통 방언학 연구를 비롯하여, 문화와 방언학을 융합한 ｢방언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방법론 제언｣,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

색｣ 등을 연구하며 방언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방언학의 연구 영역 확장에 힘쓰고 있다. 또한 최

근에는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언 연구1: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를 통해 

언어 변화를 문화와 접목시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컴
퓨터를 활용한 방언학 연습과 실제을 발간함으로써 방언학의 실제 활용 방안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인명대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되기도 했다.

  김덕호 교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어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는 대중들의 

언중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그는 경북의 내방가사 1-3편을 

펴내며 지역의 여성들이 불렀던 내방가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경북 북부지

역(안동)에서 현장조서를 통해 발굴한 내방가사에 해제를 달고 문학적 해석과 언어학적 분석을 가미

한 내용의 저서로서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우리말샘>에 등재된 지역어 

방언 감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일반 시민이 등재된 것을 감수하

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방언 사용을 널리 알리고 있다. 

8) 참여교수 서혜은

  서혜은 교수는 고전소설 전공 교수로 지역의 고전소설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경판본 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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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에 대한 연구와도 직결된다. 경판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는 영남 지역에서 

필사본으로 먼저 향유된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혜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영남의 서

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2015)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남서

림의 경판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사적 의미｣(2016)을 통해 꾸준히 고전소설의 지역성과 대중

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에 선정되었다.  

9) 참여교수 최은숙

  최은숙 교수는 고전시가 전공 교수로, 매년 3편 이상의 고전시가 분야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민

요를 비롯한 구비문학 분야 및 고전시가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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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전승 문제를 다룬 ｢대구경북 지역 전통 민요 계승의 현황과 현재적 활용｣(2006) 과 같은 논문들

은 영남지역 시가 문학 및 민요 연구에 있어 축적된 연구 경험과 탁월한 안목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친정방문 관련 여성가사에 나타난 유람의 양상과 의미｣(2017) 등과 같이 영남지역 기행가사 및 여성

의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어문학텍스트의 문화론적 접근을 지향하는 우리 

사업단의 아젠다에 매우 잘 어울리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은숙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아리랑> 관련 민족담론의 

구성양상과 의미｣(2014), ｢아리랑의 역사적 행로와 노래｣(2014), ｢아리랑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7) 등의 글을 통해 아리랑의 세계화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를 학계에 제출하였다. 이는 아리

랑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아리랑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선도해왔음을 방증한다. 아

리랑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세계무형유산으로서 아리랑의 가치를 부각하는 한편, 글로컬콘텐츠로

서 아리랑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비판적 제안을 지속함으로써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10) 참여교수 김진웅

   2019년 3월부터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김진웅 교수는 의미론과 화용론을 아우르는 언어학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국어학 89, 국어학회, 2019.03.)은 이

러한 연구의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국어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어학회에서 주관하

는 2018년도 학술대회에서“구문의 의미론과 화용론”이라는 주제를 의뢰받아 발표한 연구 성과를 발

전시킨 것으로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KCI 우수등재지로 선정되어 있는 국어학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구문의 개념을 언어 형식과 기능의 기호적 결합으로 규정하고 구문이 내포하는 이론적 함

의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형성과 관련된 국어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논의의 과정에서 정형

표현이 일종의 구문으로서 화자에서 노출되고 기억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는 등 한국어 문법 연구

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인문학 대중화 기여도

  본 사업단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각종 인문학 강연 활동, 교양도서의 출판 등으로 인문학의 대중

화에 노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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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에서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인문학 강연 및 강좌 참여

2) 인문교양저서 출간 

3) 극단 운영, 방송 활동, 인문강좌 운영

4) 사투리 및 신어의 발굴 홍보, 기타

 지난 6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개별 연구 성과 및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

양한 활동을 수행했으며, 그 역량 또한 뛰어나다.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

로 확산할 여러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협력기관 및 협력 체계가 확충

되었다. 그리고 협력기관의 확장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문학 강연 및 강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대중 교양저서를 간행하여 연구 성과의 대중적 교류에 힘썼으며, 어문학 자산을 활

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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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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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학 자산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 언론 매체를 활용한 대중화 활동도 점차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제학술교류가 증가하고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인문학 대중화 활동이 국외에서도 수행되었다는 점에

서 본 사업단에서 진행되어온 인문학 대중화 성과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업기간 내 참여교수들의 

인문학 대중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인문학 강연 실적(총 72건)

(1) 국내 인문학 대중 강연(총 67건)

- 김덕호,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활용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인문학 강좌, 2016.06.09.

- 김덕호, 방언 문화의 창의적 활용, 대구능인고등학교 인문학 강좌, 2016.07.13.

- 김덕호,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발견(릴레이 인문학 1차), 경북대 박물관, 2018.10.23.

- 김덕호,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발견(릴레이 인문학 2차), 경북대 상주캠퍼스 10호관, 2018.11.13.

- 김주현, 혁명가 신채호와의 대화, 대구 안심도서관, 2016.10.26.

- 김주현, 분단을 넘어-한 월남민의 길 찾기- 최인훈의 『광장』, 경북대학교, 2017.06.27.

- 김주현,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김동리와 한국문학의 뿌리, 국립세종도서관, 2018.04.25.

- 김주현, 우리 지역 문인들의 향기를 찾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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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현, 한글의 탄생, 대구 용학도서관, 2019.06.13.

- 백두현,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선비의 삶과 생활문화, 대구 용학도서관,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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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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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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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경북대 교수학습센터, 2018.01.15.

- 정우락, 산수에서 찾은 선비의 길, 국학진흥원 선비아카데미, 2018.06.01.

- 정우락, 조선시대 영남선비들의 산수유람과 지향의식, 상주문화원, 2018.06.02.

- 정우락, 천성산과 웅상의 문화, 영산대학교, 2018.07.17.

- 정우락, 돌에 새긴 성주문화사, 성주문화원, 2018.07.26.

- 정우락, 종가-공존과 사생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동체, 경상북도, 2018.10.16.

- 정우락, 낙동강과 퇴계학, 한국국학진흥원, 2018.10.23.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마음 공부, 경북대 의과대학, 2019.02.08.

- 정우락, 청년 남명과 퇴계, 김해외고, 2019.02.17.

- 정우락, 삼국유사-원시와 문명 사이,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9.03.14.

- 정우락, 한강 정구와 가야산 문화, 가야산 국립공원, 2019.06.15.

- 정우락, 성주 유학의 전개와 지식의 생성, 성주문화원, 2019.06.18.~07.04(총 6회)

- 정우락, 영남지성사-그 회통의 의미, 국학진흥원, 2019.07.06.

- 정우락, 물, 즐기다: 샘의 노래 개울의 노래,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9.07.09.

- 정우락, 새로운 시대의 국어국문학, 경북대 인문대학, 2019.07.22.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가와 풍류, 청송문화원, 2019.08.28.

- 최은숙, 천 년 전 이야기와 노래-공감으로 소통하는 삶, 영남유학회, 2018.01.18.

- 최은숙, <삼국유사> 소재 설화로 읽는 공감과 리더십, 동아대학교 CORE사업단, 2018.10.25.

- 최은숙, 아리랑의 저항적 맥락, 정선군청, 2019.02.28.

- 최은숙, 밀양아리랑 토크콘서트, 밀양시청, 2019.05.18.

(2) 국외 대중 강연(총 5건)

- 백두현, 훈민정음에 담긴 보편적 가치,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2016.08.12.

- 백두현, Hunminjeongum and Hangul(훈민정음과 한글),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23.

- 백두현, Korean Alphabet and Women(한글과 여성),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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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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楼 301, 2016.05.19.
- 남길임, Korean Orthography: Past and Future(한글맞춤법의 역사와 현재),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24.

- 남길임, The Korean Language Viewed through Neologisms(신어로 바라본 한국어),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30.

(3) 기타 국외 인문학술 강연 및 발표(총 30건)

  : 구체적인 실적은 본 보고서 9장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참고.

2) 인문교양도서 출간(총15건)

- 김재석, 천일야화, 평민사, 2014.

- 이상규, 한글 고문헌을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 도서출판 경진, 2014.

- 백두현, 한글편지에 담긴 사대부가 부부의 삶,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교양총서),2015.

- 이상규, 이상화 문학전집, 도서출판 경진, 2015.

- 백두현, 남길임, 김덕호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

- 이상규, 13월의 시, 작가와비평, 2016.

- 서혜은,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2017.

- 남길임 외, 한국어텍스트 감성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김주현, 화두를 찾아서-문학의 화두, 삶의 화두, 2017.

- 백두현 외, 도동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 정우락 외, 덕천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 정우락 외, 회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 이상규 김덕호 외, 경북 내방가사1-계녀가류, 탄식가류, 북코리아, 2017.

- 이상규 김덕호 외, 경북 내방가사2-도덕가류, 술회가류, 풍류가류, 북코리아, 2017.

- 이상규 김덕호 외, 경북 내방가사3-송축가류, 영사가류, 기타, 북코리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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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지역의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을 통해 자신의 창작극 <천일야화>를 비롯하여 <이상한 엄마> 등의 

극작과 연출을 맡아 대중과 소통하였다. 

(2) 방송활동 및 언론매체 보도

(2-1)국내 방송활동 및 언론 매체 활용 (총 138건)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우수한 연구역량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이 어문학 연구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연

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2014년에는 지역의 대구일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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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피니언-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국어는 나의 운명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라고 한다. ‘자유’(自由)란 스스로의 뜻에 따라 비롯

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부모

를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날 때를 선택할 수 없다. 스스로 부

모와 나라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모국어를 선택할 수도 없다. 모국어는 태

어날 때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태어

나,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국어는 숙명이자 운명인 것이다. 

우리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배운 모국어에는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문화가 담긴다. 언어

는 인간 문화를 담는 그릇이며, 한국어는 한국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독일의 철학자 훔볼트는 

언어의 차이가 곧 사고방식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 세계관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를 만든다

고 하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나 종족들은 각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서로 다

른 문화를 일구어왔다. 다양한 언어들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이 인류 문명을 풍부하게 

꽃피워 온 것이다. (중략)

말에 대한 감각적 차이와 문화 다양성의 산출은 한국어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같은 한국

어라 해도 태어난 지역에 따라 사투리 차이가 있다. 한국어 안에는 지역 방언이 오랜 역사 동

안 발달해 왔고, 연령과 성별, 교육의 정도에 따른 사회 방언도 존재한다.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다양성이 한국어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 교육과 방송 매체의 영향으로 표준

말이 귀에 익숙해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투리를 여전히 쓴다. 사투리로 

소설과 시 같은 문학작품이 쓰이기도 하며, 이것을 읽으며 우리는 색다른 정서의 깊이와 말의 

질감을 느낀다. 전라도이든 경상도이든 서울이든 한국인은 태어난 곳 특유의 사투리를 입말에

서 사용하고, 글말에서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어와 사투리, 한국어로 표현된 문학작품에는 한국인의 생각과 정서, 사투리를 쓰는 토박

이들의 숨결이 서려 있다. 우리는 한국어와 한국 문학 속에 녹아든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드

러내고 밝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한 삽 흙을 보태고자 한다. 경북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에서는 영남일보의 협조를 받아, 우리가 공부해온 한

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마당을 열게 되었다. 이 마당이 우리가 받

은 사회적 지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터가 되기를 바란다.

백두현(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관련기사 본문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0502.010300816190001

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칼럼에 기고하여 대중들에게 소개하였고, 이때 소개된 칼럼들을 다시 

보완하여 인문서 <한국어는 나의 힘>을 출간하였다. 2019년에 들어서는 영남일보 “오피니언”면에 

사업단의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의 칼럼을 정기적(주1회)으로 개제하고 있다. 

 

① 영남일보 오피니언 <우리말과 한국문학> 정기 기고 (총 11건)

참여교수가 영남일보에 게재한 칼럼 주제 및 필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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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관련 내용 기사 제목 언론사 게재일

김덕호 인문학 강좌
“조선대, 인문학 콜로키엄 4차

례 개최”
머니투데이 2016.04.19.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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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력”
대구신문 2016.10.25.

“극단 함께사는세상의 박연희 

1인극 ‘이상한 엄마’”
뉴스민 2016.11.07.

디지털시대의

마당극 강연

“울산민예총 문예 아카데미 개

설”

울산

제일일보
2016.10.24.

김주현

신채호

“"단재 신채호 자료 절반 북한

에" 목록 공개 ”
뉴시스 2016.11.08.

"남북 공동으로 단재 신채호 전

집 편찬해야"
동양일보 2016.11.13.

"北, 미공개 단재 친필 원고 방

대…남북 공동전집 편찬하자"
연합뉴스 2016.11.12.

"혁명지사 신채호의 나라사랑 

정신"
선비문화 2019.3.1.

"신채호는 패권·강권 파괴와 

건설 중시한 아나키스트"
뉴시스 2016.11.13.

이상

“‘촛불 행진’ 동참했다가 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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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불교신

문
2017.07.13.

인문학 강좌

문학·인문학 터전인 통영·경

주 등 향해 ‘인문열차’ 달린

다

뉴스1 2018.02.20.

문인

독립

운동

"일제강점기 문인들의 구국 독

립운동-폭압에 맞선 문인들…독

립선언 등 저항적 문필로 구국

나라사랑 2019.7.31.

- 백두현, 한국어는 나의 운명, 2019.05.02.

- 정우락, 회통과 질서, 대구 정신의 원형, 2019.05.09

- 남길임, 신어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2019.05.16.

- 김진웅, ‘뭉티기’를 표준어로?, 2019.05.23.

- 김주현, 사투리의 맛과 멋, 2019.6.27.

- 김덕호, 공공언어 소통의 방정식, 2019.07.04.

- 백두현, 이름말이 가진 힘과 위험성,2019.07.11

- 정우락, 신에게 전하는 인간의 언어,2019.07.18.

- 남길임, 신어: 언어의 규칙과 창조성 사이,02019.07.25.

- 김진웅, 단어도 나이를 먹는다: ‘다방’에 대하여, 2019.08.01.

② 사업기간 내 기타 신문 및 방송 기고 (총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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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서다"

남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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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안에 소멸'”
한라일보 2017.01.14.

“신조어 10년은 고사하고, 

‘세젤예’라도 알면…”
업다운뉴스 2017.01.14.

[신조어의 세계] 분명 우리말인

데…외국어보다 높은 ‘언어 장

벽’

경향신문 2017.02.17

‘X세대’부터 ‘흙수저’까지 

… 신어로 본 한국사회
동아일보 2017.03.20.

이태백→88만원 세대→이생망 

… 사회불만 표현 수위 높아져
동아일보 2017.03.20

한국어와 한

글

“한국선학회 ‘불교와 한글, 

한국어’ 국제학술대회”
불교저널 2016.07.19.

저서

“[신간] 방랑하는 여인 외” 매일일보 2016.08.04.

[새책]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

석
인천일보 2017.08.22

백두현

공공언어

“아마존? 별다줄! 과도한 공공

기관 줄임말 "무슨 말인지 몰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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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성’ 국

제학술대회 개최

아시아뉴스

통신
2017.11.2.

‘별다줄’ 넘어 TMI·JMT…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아시아경제 2018.8.16.

글자야? 문자야? 알파벳과 뒤섞

인 ‘한글의 훼손’…“청소년 

문화” vs. “바로 잡아야”

아시아

투데이
2018.10.9.

기관 협력 및 

교류

“전남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상호교류 특

강”

국제뉴스 2016.06.08.

“전남대-경북대 BK21 상호 교

류 특강”

한국대학신

문
201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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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일

까?’”

국제i저널 2016.10.06.

“훈민정음 반포 570돌…대구 아시아뉴스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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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기념행사” 통신

국보 제 70호 ‘훈민정음’ 관

련 학술토론회
금강일보 2017.12.12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

램 <한글, 전란 속에 성장하다> 

출연 및 구성 자문

EBS 

교육방송

2018. 10.9.

21:50

 칼럼 기고 <한글 창제 목적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향신문

2019. 2. 

28.

어휘와 문화

“세계김치연구소, ‘제4회 김

치학 심포지엄’ 개최”
식품저널 2016.10.14.

세계김치연구소 “조선 전기, 

김치에 젓갈”… 조선시대 조리

서에 기록

부산일보 2017.10.30.

한글문화 관

련

“한류의 시작, 한글과 한글문

화 토론회 개최”
뉴스1 2016.12.15.

“제대로 쓰는 말글, 우리의 품

격이다”
대구일보 2016.10.13.

한국어 교육

경북대 백두현 ·정우락 교수 

원고, 북경대학교 ‘고급한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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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투

데이
2016.11.10.

가장 오래된 ‘젓갈김치’ 기록

을 찾았다

대한급식신

문
2017.11.06

가장 오래된 한글 음식조리서 

추정 

<주조침저방> 필사본 발견

중앙일보 2017.09.28.

이상규

훈민정음

“훈민정음 안동 해례본 복각”
안동문화방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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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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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방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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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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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뉴

스
2017.09.22.

세종학당재단, 몽골에서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재외동포신

문
2017.11.10.

‘2017한글문화예술제’ 내달 7

일 개막외솔 최현배 고향 울산

서 ‘한글가슴에 품다’

울산매일신

문
2017.09.27

애산 이인

“독립지사 애산 이인 선생 추

모학술대회 열려”
뉴시스 2016.09.22.

“애산 이인 탄신 120주년 학술

강연회”

안동문화방

송
2016.10.20.

대구시의회, 국가유공자 예우‧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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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류대회’ 열린다
광남일보 2017.12.21.

우현서루 일제 강제 매각 증거 

나왔다 … 이일우 고택서 고문

서 발굴

영남일보 2017.02.28.

경주이씨 논복공파 이장가(李庄

家) 기념관 개관
경북신문 2017.12.20

[신숙주 바로알기] (1) 신숙주

를 ‘변절자’로 만든 건 이광

수 ‧박종화의 소설이었다

독서신문 2017,11,01,

정우락
인문학 강좌

“[학(學)으로 본 ‘70’] 인문

학 속의 ‘70’”
매일신문 2016.07.06.

“경북대, 학생과 지역민을 위

한 릴레이 인문학 강좌 열

어...”

아시아투데

이
2016.10.2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전통

문화와 인성’ 시민 강좌
영남일보 2017.11.08.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시민강

좌 개최
뉴스웨이 2017.10.18.

경북대,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릴레이 인문학 강좌 열어
국제뉴스 2017.09.01.

경북선비

아카데미

“성주문화원, 경북선비아카데

미 개강”
대구신문 2016.07.06.

구암 이정

“사천문화원, 2일 구암 학술세

미나 개최”
서경방송 2016.12.02.

“‘구암사상’ 세상 밖으로 나

오다”
내외일보 2016.12.06.

무 흘 구 곡 에 

대한 문화론

“아름다운 시에 담긴 무흘구곡

의 문화론적 재조명”

브레이크뉴

스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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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락

적 접근

“한국문학언어학회, 기획학술

대회 개최”
뉴시스 2016.11.01.

설날특집다큐, “나는 무흘로 

간다” 기획 및 출연
tbc대구방송 2017.01.28.

기관 협력 및 

교류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호남학

연구원과 학술 교류 협약 체결
KNS뉴스통신 2017.02.17.

남명 조식

[신년기획] 남명의 발자취, 경

남의 얼굴로
경남일보 2018.01.01.

경북대 퇴계연구소·남명학연구

원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국제뉴스 2017.10.13.

“남명사상, 경남 정신브랜드로 

육성”
부산일보 2017.12.07.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남명

학의 학술문화공간, 덕천 서

원’ 학술대회 개최

유교신문 2017.08.05.

남명 선생 사상·학문 기리는 

축제 19~20일 개최
노컷뉴스 2018.10.17.

남명학연구소 ‘남명 조식’ 학

술대회 개최

경남

연합일보
2019.7.2.

경남 합천군·경상대, '남명 조

식선생'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세계일보 2019.7.4.

지역 정체성

경북대, 전남대와 ‘영호남의 

가족문화와 지역 정체성’ 연합 

학술대회 개최

국제뉴스 2017.12.21.

전남대-경북대, 영호남 상생 협

력 위한 교류 강화
노컷뉴스 2017.08.23.

“의성 진문사 역사적 가치 연

구 필요”
대구신문 2017.07.05.

한 권 한 권 ‘문화저축’ 21

년…96년생 ‘향토와문화’
영남일보 2017.06.16.

선비문화

[선비정신의 미학(20)] 전국 유

림의 독립청원서 초안 작성한 

회당(晦堂) 장석영

월간중앙 2017.11.06.

영남의 출판

문화

경상감영 제작 목판 ‘영영장

판’ 통해 대구 경북 상생협력 

장 마련

NSP통신 2017.05.19.

필사본 고소설 유일본 내일 전

국 학술대회
대구일보 2017.04.26.

콘텐츠 개발
경북대서 세종대왕자태실 세계

유산 등재 학술대회 열어
매일신문 2017.09.24.

인문학 강좌
경북대, 학생·지역민 위한 릴

레이 인문학 강좌 열어
뉴시스 2017.9.2.

학술

교류

경북대 퇴계연구소·남명학연구

원, 학술대회 13일 개최
뉴시스 2017.10.10.

기관 협력 및 

교류

경북대, 전남대와‘영호남 문화

사 대계’주제로 학술교류 세미

나 개최

국제뉴스 2018.6.8.

경북대·전남대, 인문학 중심 

영호남 상생 실천방안 마련
영남일보 2018.6.14.

경북대, 전남대와 '영호남의 언

어와 공감장' 주제 도동서원서 
영남일보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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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선비아카

데미 성주포럼
에너지경제 2018.9.19.

선비

문화

퇴계 이황 손님상에 오른 반찬

은? 양반가 밥상 한자리에~
중앙일보 2018.10.15.

'종가의 일상, 세상 속으로 나

오다'
프레시안 2018.10.16.

[경남브리핑]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유학을 만나다
시서저널 2018.10.17.

경북도, 국학진흥원 2018 종가

포럼…다양한 행사 열려

내외뉴스

통신
2018.10.17.

유네스코
삼국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 등재되나
아시아경제 2018.10.19.

학술교류

구암 이정 선생 학문 기린다 - 

사천문화원 24일 2018 구암학술

대회

뉴스사천 2018.11.20.

인문학콘서트

[대학소식]경북대 의과대학 권

경훈 동문 발전기금 3000만원 

전달 등 - 경북대, 인문학 콘서

트 6일 개최 

뉴시스 2018.12.2.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6일 인

문학 콘서트 개최
매일신문 2018.12.3.

지역

정체성

성주문화원 50주년 기념식 및 

성주금석문대관 출판 기념 탁본

전

영남일보 2018.12.13. 

기관 협력 및 

교류

경북대, 전남대와 동학운동 재

조명 학술대회
한국일보 2018.12.17.

역서

소개

[야고부] 100년 전 그랬듯이 매일신문 2019.3.15.

[야고부] 대구, 이 봄을 보내며 매일신문 2019.4.29.

지역정체성
이육사 애국시인 대구기념사업

회 창립총회를 위한 운영위원회
뉴스프리존 2019.4.18.

학술교류
전남대 BK21플러스사업단, 24일 

학술대회
광주일보 2019.5.22.

 특강

대구상공회의소 기업경영지원협

의회 제36차 세미나 개최 – 특

강: <영남 선비 문화> 

국제뉴스 2019.6.27. 

한국어 교육

경북대 백두현·정우락 교수 원

고, 북경대학교 ‘고급한국어’ 

교재에 수록

국제뉴스 2017.09.15.

최은숙
지역

문화

경북대-전남대 , 연합학술대회 

22일 개최
뉴시스 2017.12.21.

 ③  SNS를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실적

 사업단 주최의 강연 및 학술 행사와 관련한 소식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사업단 페이지를 방문한 사

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들을 페이지 관리자로 지정하고 페이지 관리자 

앱을 활용하여, 진행 중인 사업단의 강연 및 학술 행사를 실시간으로 업로드 함으로써 사업단 페이지

를 방문한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또한 페이지 상단에 참여 유도 버튼을 추가하여 사업단 참여 인원 

및 외부인의 사업단 페이지의 방문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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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htt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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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한 인문학적 활동을 수행했다. 영남유학연구회와 함께 영남의 종가문화를 주제로 영남의 주요 종가

를 소개하고 답사하는 등 각종 인문학 강연 및 행사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영남지역의 특유한 종

가 문화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정우락 교수는 의료법인인 운경재단과 함께 

치유인문학 강좌를 기획하였다. ‘가정을 살리자’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 강연과 행사들로 구성

된 치유인문학 강좌에는 병원의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하여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참여하

였고, 대중들에게 인문학이 지닌 치유력을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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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

준히 하고 있다. 이는 대중들의 언중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김덕호 교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및 지역 5개 대학과의 공동연구로 지역어보완조사를 진행

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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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샘’에 등재된 지역어 방언 감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

업은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일반 시민이 등재된 것을 감수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올바른 

방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덕호 교수는 국립국어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국어문화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

교, 병영, 교도소 등의 기관을 찾아가서 일반인들의 국어 활용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어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경북대학교 내 국어문화원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 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 2016년 지역어 정보 활용체계 구축,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2016.10-20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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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국어문화원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사업, 2017.03.01.-2017.12.31.

- 2019년도 국어문화원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사업, 2017.03.01.-2017.12.31.

- 대구광역시 2019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사업, 2019.03.01.~2019.12.31.

(2) 신어 발굴 및 홍보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남길임 교수는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한 신어 조사 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당해 연도에 새롭게 출현하여 사용된 어휘를 조사하고 최근 신어의 사용 양상과 10년간의 사용 추이

를 분석‧ 기록하는 학술적 연구를 지속해왔다. 특히 한국어 신어의 사용주기조사의 방법론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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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등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해왔다. 신어 조사 사업은 이러한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일반 언중들의 언어 사용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실용적, 대중적 가치를 갖는다. 국립국

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어 관련 연구 성과 및 언론 보도는 신어에 대한 관심

을 높이고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신어에 대한 일반인의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어휘의 올바른 사용에 기여

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있다. 또한 신어 사업을 통해 저술한 신어(남길임•이수진, 커뮤니

케이션북스, 2016)은 신어와 관련된 학술적 개념 기술서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대중서로서의 가치를 

함께 갖는다. 이러한 학술적 연구의 성과를 통해  NAVER 지식백과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신어 조사 사업,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2014.03.01.- 2015.02.28.

- 2015년 신어 조사 사업,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2015.03.01.- 2016.02.28.

- 2016년 신어 조사 및 신어 사용 주기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2016.04.25.-2016.12.21

- 2017년 신어 조사 사업,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2017.03.01.- 2018.02.28.

- 2018년 신어 조사 사업,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2018.03.01.-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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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영남 지역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정우락 교수가 진행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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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경상북도 보조금사업(9차년도)

  2018.05.01.-2019.06.29.

-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경상북도 보조금사업(10차년도)

  2019.04.01.-2020.03.31.

-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2차년도)

  2018.01.01. - 2018.12.31.

-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3차년도)

  2019.01.01. - 2019.12.3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업단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각종 인문학 강연 및 기획, 교양도

서의 출판 등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에 노력하였으며, 언론 매체 및 SNS를 이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또한 지역의 사투리와 신어를 통한 다양한 연구 성과 및 지역자치단체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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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업 등은 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업단 연

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일반 대중의 어문학 자산의 향유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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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성과

11.1 연구 부문 종합 우수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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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단 아젠다와 연계하는 연구의 방향성 

  본 사업단의 연구 부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참여교수들이 수행해온 연구의 선도성을 들 수 있

다. 사업단 참여교수의 연구역량은 매우 탁월하다. 2차년도 이후로 사업단 참여교수의 연간 20편 내

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재선정 신청서 제출 당시 저서를 논문의 200%로 환산하여 목표 실적을 계획

했고, 6년 동안 발표된 참여교수의 논문 및 저서의 양적 실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단의 

대표실적 등에서 드러나는 바, 양적 성과뿐 아니라 한국연구재단 기준의 피인용지수, 우수등재지 개

제, 연구비지원 논문 등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는 연구의 우수성 또한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단 참여교수 중 다수가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백두현, 김재석), 중견연구자(김주현, 남길임, 

최은숙) 등으로 선정된 것은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우수함을 방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는 양적 성과와 함께 객관적 우수성을 담지한 질적 성과까지 아우르

고 있다.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우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과 실제적 적용을 모색하는 연구

2)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적 연구의 확산

3) 지역어문학 및 한국어 자산 활용 기반 구축과 연구 성과의 실용화

1)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과 실제적 적용을 모색하는 연구

(1)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 정립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연구 논문을 통해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

다. 특히 백두현 교수와 정우락 교수는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이라는 논문을 통

해 문화어문학의 개념, 연구 방법, 지향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본 사업단이 

내세운 ‘문화어문학’의 위상과 연구 방법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과거의 문헌자료

에 입각한 전통적 국어국문학 연구는 현실과 유리된 점을 부분적으로 가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단은 국어국문학 자원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찾아내어 삶과 밀착된 연구로 나아가는 한국어문학의 미래를 열기 위해 문화어문학이

란 틀을 세웠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를 학문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찾아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정우락 교수와 공저한 이 논문은 피인용지수 

11회로서 객관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의 실제적 적용

  김덕호 교수의 ｢문화어문학: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 또한 사업단의 아젠다

인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인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을 구체적으

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영남 지역의 언어적 요소들을 문화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향과 토대를 

마련했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질적 연구방법론은 다양한 언어현상에 대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

으며, 연구대상과 연구방법론의 구체화를 통해 어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학제로 제안되고 있는 문화언

어학의 이론적 정립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단에서 지향하는 바,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을 정립함으로

써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에 관한 연구가 확장되는 한편, 어문학 자산을 실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문에 갇힌 연구가 아니라 일상의 영역과 연계하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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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적 연구의 확산

(1) 영남지역 문화공간 및 문화유산 연구

 ① 영남지역 문화공간 연구 및 문화콘텐츠의 가능성

  본 사업단 정우락 교수가 수행하는 지역의 문학공간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문학이 창작

된 공간을 주목하여, 특정한 공간이 문학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주목하였다.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에서는 대구에 생성된 구곡의 현황을 제시하고, 구곡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을 

주목하여 구곡을 경영했던 문인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동고(東皐) 서사선(徐思選) 시문학(詩文學)

의 공간 상상력과 의미 구조｣에서는 서사선이 특정 공간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하였는지를 분석했다. 

문학과 문학이 창작된 공간을 연구함으로써, 문학 텍스트를 텍스트에 고착시키지 않고 공간이라는 틀

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공간에 문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공간의 문화콘텐츠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논문 ｢<遼左紀行>을 통해 본 張錫英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을 통해 일제 강점기 지식인이었던 장석

영이라는 인물의 만주 여정을 통해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의식을 살펴보았으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공저 대구감옥 127일, 그 고난의 기록은 대구의 3.1운동을 되짚

어보고 운동의 공간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덕천서원, 회연서원 등 서

원을 소개하는 저서 작업을 통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의 대중성을 제고하였다. 이

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은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② 영남지역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연계 사업

  정우락 교수는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대구 경북의 지역 자치단체(성주군) 

및 국가기관과 연계하여 영남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경상북도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수년간

(2014~2019년 현재) 경북의 주요 종가를 소개하는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종가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영남 지역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영남지역 종가문화 연구를 통해 발표한 ｢영남을 넘어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는 영남 

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 지역 민요 및 아리랑의 글로컬콘텐츠 방안 연구

  최은숙 교수는 지역 민요 전승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을 통해 영남지역 시가 문학 및 민요 연구에 

있어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영남지역 기행가사 및 여성의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의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

과 관련한 세 편의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아리랑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함께 아

리랑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선도하였다. 아리랑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세계무형유산 아리랑의 가

치를 부각하는 한편, 글로컬콘텐츠로서 아리랑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비판적 제안을 지속함으로써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④ 지역 어문학 자료의 발굴 및 토대 구축

  김주현 교수는 자료발굴과 원전 또는 저자 확정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토대를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의 성과로는 이상문학전집 전 3권의 발간이 있었으며, 신채호 문학연구

초를 발간하여 2013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동리 소설연구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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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실험과 해체-이상 문학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본 사업단의 연구주제의 핵심 키워드인 지역, 어문학 자료의 집대성 및 문화론적 활용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해왔다. 이 지역의 주요 작가인 이상화와 김동리에 대한 연구도 했다.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봄은오는가’를 지역 사상과 접목하여 새롭게 연구하는 한편, 김동리의 자료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소재의 신문매체에 게재된 김동리의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고 김동리의 사상을 

신라 화랑의 사상과 결부시켜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지역 문학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토대 구축에 기여

하였다. 

3) 지역어문학 및 한국어 자산 활용 기반 구축과 연구 성과의 실용화

(1) 지역어 자산의 활용 기반 구축

 ① 지역어 자산의 활용 및 저서 작업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 접점을 찾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지역어 등의 어문학자산을 데이터 언어로 구축하고 검색시스템을 개발

하는 등 어문학 자산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이상규, 김덕호 교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어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는 대

중들의 언중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다. 2002년에 출판한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이라는 책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 출간한 언어지도의 미래

라는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면서 입증된바 있다. 최근에도 한어방언지리학(2017)
과 같은 저서를 꾸준히 집필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언어문화상품개발’이라는 

정부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본 사업단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단계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경북지역 내방가사 연구와 인문저서 작업

  특히 김덕호 교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어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는 대

중들의 언중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화자에

게서 전승되는 경북지역 내방가사를 조사하여 경북의 내방가사1-3편을 펴냈으며, 지역의 여성들이 

불렀던 내방가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경북 북부지역(안동)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한 내방가사에 해제를 달고 문학적 해석과 언어학적 분석을 가미한 내용의 저서로서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2) 한국어 자산의 활용 기반 구축

 영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일정한 형태의 DB와 말뭉치로 구축하고, 이를 활

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은 국어정보학, 사전학 관점에서의 분석과 해석이 필수적이다. 사전

구축사업, 각종 언어자원의 DB구축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남길임 교수는 2012년 이후 국립국어원 ‘신

어조사사업’의 영구책임자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어 신어의 사용주기조사의 방법론을 최초로 도입함

으로써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한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신어 조사 사업은 이러한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일반 언중들의 언어 사용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있

어서 실용적, 대중적 가치를 갖는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어 관련 

연구 성과 및 언론 보도는 신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신어 사업을 통

해 저술한 신어(2016)는 학술적 개념 기술서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대중서로서의 가치를 함께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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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학술적 연구의 성과를 통해  NAVER 지식백과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연구 성과의 확장 및 대중화 

1) 연구과제를 통한 연구 성과의 확장 및 심화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는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영

남지역의 문화어문학적 자산에 관한 연구의 확장이나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를 실제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지역문화 및 타 분과학문으로의 적용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각종 연

구과제를 통해 확장되며, 연구의 기본기를 익히는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 과제 중 많은 부분이 인접 학문 분야 혹은 타 학문 

분야의의 학술 교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동 연구 과제에 해당한다. 이는 융합적․탈경계적 교육

을 통해 전공 간 혹은 학제 간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본 사업단의 하위 비전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천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 빅데이터 전문 기업과의 공동 연구 과제

   -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화 

     :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의 전공 분야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과제

  이와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협업 연구에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참

여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타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학술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한국어문학 자료의 질서화와 이론화’ 및 ‘공간적 지역성과 국부성을 통한 보편적

인 이론 체계 탐구’라는 본 사업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한편, 연구 기반 자료로서 DB 구축 사업을 통

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로도 이어진다. 

2) 사업단총서를 통한 연구 성과의 확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다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단 총서를 4권을 간행하였으

며,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 정립 및 적용 등의 연구성과를 관련분야에 확산하였다.  

(1)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08.

   이 책은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이 사업단의 연구지향 및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문화’를 어문학에 접속한 ‘문화어문학’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어문학적 연구 성과를 현실에 

밀착시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시도하였다.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의미하는 문화어문

학을 통해 한국어문학 연구가 수행해 왔던 실증주의와 구조주의적 성과를 계승하고,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당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실용의 차원에서 한국어문학을 재발견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문화어문학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우를 살핌으로써 문화어문학이 지닌 지평의 다양성을 제시하여 문화어문학의 이

론적·실천적 측면을 제안하고 있다.

(2)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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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지속적으로 영남 지역의 언어와 문학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문화어문학'과 '지역어문학'

이라는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와 함께 사업단 아젠다를 

모색하는 신진여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남지역 어문학 텍

스트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지향하는 본 사업단의 대표적 연구 성과로서 평가받는다. 

(3)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02.

  이 책은 본 사업단 학술총서 제3권으로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여 고전

문학 분과학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서이다. 문화어문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전문학의 현장과 문화적 전통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단 참여인력(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이론적 적용 가능성 

및 연구역량 향상을 도모한 저서로서 가치를 갖는다.

(4) 대구 공간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9.06.

  사업단 학술총서 간행의 연속선상에서 2018년 네 번째 학술총서인 대구 공간과 문화어문학이 집

필에 들어가서 2019년 6월에 발간되었다. 이번 총서에는 참여교수(정우락, 최은숙), 신진연구인력(주

유영), 참여대학원생(김소연, 이철희, 황명환)과 협업하여 대구 지역의 다양한 문화어문학 자산의 공

간적 의미를 밝힌 것으로써 지역 어문학의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연구성

과이다. 이와 같이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총서의 간행을 맡아 진행하면서 영남 지역의 어문학 자산

을 문화론적으로 살펴본 글을 실어 사업단 아젠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3)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

 본 사업단에서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거나 협력기관으로서 연계함으로써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공유해 왔으며, 최근 2년간은 보다 다양한 협력기관을 확충하였다.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중 인문학 강연 등 연구 성과 대중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참여교수뿐 아니라 신진연구인

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대중인문학 강연 사례의 증가로 이어졌다. 사업기간 내에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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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국내 대중강연 실적: 총 67건)

   - 김덕호,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활용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인문학 강좌,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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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호, 방언 문화의 창의적 활용, 대구능인고등학교 인문학 강좌, 2016.07.13.

   - 김덕호,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발견(릴레이 인문학 1차), 경북대 박물관, 2018.10.23.

   - 김덕호,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발견(릴레이 인문학 2차), 경북대 상주캠퍼스 10호관,

             2018.11.13.

   - 김주현, 혁명가 신채호와의 대화, 대구 안심도서관, 2016.10.26.

   - 김주현, 분단을 넘어-한 월남민의 길 찾기- 최인훈의 『광장』, 경북대학교, 2017.06.27.

   - 김주현,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김동리와 한국문학의 뿌리, 국립세종도서관, 2018.04.25.

   - 김주현, 우리 지역 문인들의 향기를 찾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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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현, 한글의 탄생, 대구 용학도서관, 2019.06.13.

   - 백두현,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선비의 삶과 생활문화, 대구 용학도서관,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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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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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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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경북대 교수학습센터, 2018.01.15.

   - 정우락, 산수에서 찾은 선비의 길, 국학진흥원 선비아카데미, 2018.06.01.

   - 정우락, 조선시대 영남선비들의 산수유람과 지향의식, 상주문화원, 2018.06.02.

   - 정우락, 천성산과 웅상의 문화, 영산대학교, 2018.07.17.

   - 정우락, 돌에 새긴 성주문화사, 성주문화원, 2018.07.26.

   - 정우락, 종가-공존과 사생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동체, 경상북도, 2018.10.16.

   - 정우락, 낙동강과 퇴계학, 한국국학진흥원, 2018.10.23.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마음 공부, 경북대 의과대학, 2019.02.08.

   - 정우락, 청년 남명과 퇴계, 김해외고, 2019.02.17.

   - 정우락, 삼국유사-원시와 문명 사이,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9.03.14.

   - 정우락, 한강 정구와 가야산 문화, 가야산 국립공원, 2019.06.15.

   - 정우락, 성주 유학의 전개와 지식의 생성, 성주문화원, 2019.06.18.~07.04(총 6회)

   - 정우락, 영남지성사-그 회통의 의미, 국학진흥원, 2019.07.06.

   - 정우락, 물, 즐기다: 샘의 노래 개울의 노래,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9.07.09.

   - 정우락, 새로운 시대의 국어국문학, 경북대 인문대학, 2019.07.22.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가와 풍류, 청송문화원, 2019.08.28.

   - 최은숙, 천 년 전 이야기와 노래-공감으로 소통하는 삶, 영남유학회, 2018.01.18.

   - 최은숙, <삼국유사> 소재 설화로 읽는 공감과 리더십, 동아대학교 CORE사업단, 2018.10.25.

   - 최은숙, 아리랑의 저항적 맥락, 정선군청, 2019.02.28.

   - 최은숙, 밀양아리랑 토크콘서트, 밀양시청, 2019.05.18.

(3) 대중 교양저서 간행을 통한 연구성과의 대중적 교류 (대중 교양저서 발간: 15건)

   - 김재석, 천일야화, 평민사, 2014.

   - 이상규, 한글 고문헌을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 도서출판 경진, 2014.

   - 백두현, 한글편지에 담긴 사대부가 부부의 삶,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교양총서),2015.

   - 이상규, 이상화 문학전집, 도서출판 경진, 2015.

   - 백두현, 남길임, 김덕호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

   - 이상규, 13월의 시, 작가와비평, 2016.

   - 서혜은,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2017.

   - 남길임 외, 한국어텍스트 감성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김주현, 화두를 찾아서-문학의 화두, 삶의 화두, 2017.

   - 백두현 외, 도동서원 무성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 정우락 외, 덕천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280-346



   - 정우락 외, 회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 이상규 김덕호 외, 경북 내방가사1-계녀가류, 탄식가류, 북코리아, 2017.

   - 이상규 김덕호 외, 경북 내방가사2-도덕가류, 술회가류, 풍류가류, 북코리아, 2017.

   - 이상규 김덕호 외, 경북 내방가사3-송축가류, 영사가류, 기타, 북코리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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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인문 학술 강연(총 35건)

① 국외 대중 강연(5건)

- 백두현, 훈민정음에 담긴 보편적 가치,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2016.08.12.

- 백두현, Hunminjeongum and Hangul(훈민정음과 한글),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23.

- 백두현, Korean Alphabet and Women(한글과 여성),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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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2016.05.19.
- 남길임, Korean Orthography: Past and Future(한글맞춤법의 역사와 현재),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24.

- 남길임, The Korean Language Viewed through Neologisms(신어로 바라본 한국어),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30.

② 국외 학술발표 및 강연(30건)

◦ 백두현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ext’, 

SCRIPTA 2013 ― Evolution of Scripts, 훈민정음학회, 2013.10.12., 한국.

-‘The Evolution of the Joseon Culinary Manuscripts and the Status of The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조선시대 음식조리서의 흐름과 경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위상)’, 제1회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2014.10.14., 한국. 

-‘Characteristics of Adverbs and their Semantic Function in Traditional Korean Culinary 

Manuscripts(한글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부사의 특성과 의미 기능)’,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m, 2014.11.6., 미국. 

-‘Universal values inherent in Hunminjeong and its meaning,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2015.08.20., 

Austria.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중국학문의 수용과 창의적 변용’,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The Value of Canonical Korean Literature for Forming Well-rounded Personality’, 제4회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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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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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focusing on ‘school violence’  text‘,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The Asia Triple Helix Society, 

2013.12.12., 한국.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Academic 

Prose’,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ASPCLC, 2014.03.08., 중국 홍

콩.

-‘A Study on the Extended Lexical Units of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확장된 어휘 단위의 유형 연

구)’,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m, 2014.11.0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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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 2015.06.26., 중국 홍콩. 

-‘The Category and Grammatical Description of ‘ida’‘,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2016.01.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2016.07.07.-2016.07.08., 영국.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6.09.05.-2016.09.11., 조지아. 

-‘Korean Expressions of Mitigation in Product Reviews’, The 18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18.07.14.-2018.07.23., 슬로베니아.

-‘The Translation of Korean Onomatopoeia and Mimesis in Korean-Indonesian Dictionaries’,  

Asialex 2019, 2019.06.17.-2019.06.23., 터키.  

-‘What Are the Factors for the Survival of Korean Neologisms? An Analysis of the Usage Cycle 

of Neologisms Coined from 2005 to 2009’, International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9, 

2019.07.21.-2019.07.31., 영국.

-‘The Korean Neologism Investigation Project: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the 22nd 

biennial meeting of the 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 2019.05.08.-2019.05.11., 미국.

 ◦ 정우락

-‘朱子詩 <觀書有感>的韓國的收受容和文化的意義’, 韓中文化交流的展樣相, 퇴계연구소, 

2014.08.28., 중국. 

-‘韓國古典文學的文化産業化方向’, 2014全國中國語言文學博士后學術論壇, 河北大学, 2014.10.25., 

중국. 

-‘<무이구곡>의 한국적 수용과 그 인문학적 의미’,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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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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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遼左紀行》來看張錫英的滿洲體驗與其意義’, 文獻與東亞文化交流, 2018.01.18.-2018.01.21., 

중국.

-‘以文化语文学解读韩国大邱之空间’, 중국문학지리학회제9회 연회 및 제6회석박사論壇 국제학술대

회, 2019.08.09.-2019.08.13., 중국.

 ◦ 김주현

-‘申圭植和韓中關係’, 韓中文化交流的展樣相, 퇴계연구소, 2014.08.28., 중국. 

-‘근대 계몽기 자료를 통해본 한중 교류-신규식,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국.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The Publication of Korean Poetry in Classical 

Chinese in Modern Chinese Newspapers and its Significance)’, 제3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16.11.17.-2016.11.18., 한국.

◦ 박현수

-‘Kim Eok and Ideas of Modern Korean National Poetic Form(김억의 근대적 민족시형의 구상)’,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한국학중앙연구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m, 

2014.11.06., 미국. 

◦ 김덕호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전망’, 동국대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51회 국제학술심

포지엄. 동국대학교, 2014.12.06., 한국.

◦ 서혜은

-‘여당 전쟁 관련 인물의 고전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2015.12.12., 중

국.

③ 국외 언론활동(총 16건)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칼럼 및 기고문, 인터뷰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

용하여 연구 성과의 대중화를 모색하였으며, 국외에서의 언론활동을 통해 한국어문학의 국제화에 기

여하였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정우락 교수는 2016년 7월에 하북대학교에서 있었던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현지 언론사 대수에 보도되는 등 한국어문학 자산을 해외에 알렸으며, 2019

에 들어서는 더욱 활발하게 해외언론매체에 그 활동이 보도되고 있다. 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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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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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梅花樹影下的徘徊 (鹽阜大衆報 2016年9月6日)

- http://www.artsbj.com/show-18-607344-1.html  北京文艺网   2019年08月31日 08:24 

- http://news.cssn.cn/zx/bwyc/201908/t20190830_4964589_2.shtml  中国社会.  2019年08月30日 

07:42 

- http://3g.163.com/dy/article/ENQU9SKF051495OJ.html

- http://www.17wendao.com/literature/view_102355.html

- http://www.sohu.com/a/334071378_100163028  三峡宜昌网 2019-08-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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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ttzone.org/a/qingchunjilu/2019/0115/88625.html

- http://www.jxsky.org.cn/web/ArticleShow.action?id=8245  江西省社会科学院 2019年8月16日

- http://sscp.cssn.cn/xkpd/xszx/gn/201908/t20190830_4964596.html ：《中国社会科学报》2019年8月

30日第1768期

- http://wxycm.ctgu.edu.cn/info/1004/4891.htm 

- http://www.360doc.com/content/19/0422/20/37268633_830643236.shtml 

- http://www.bfwxzzs.com/zxxw/xw2947.html  北方文学杂志社 2019/08/30 

- http://www.zuojiaku.com/doc-view-1503.html  中国作家库 - 作家网 
- http://www.adagioshopping.com/ruanjian/2825.html   潜江新闻网 2019-08-31 20:4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업단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각종 인문학 강연 활동, 교양도서

의 출판 등으로 인문학의 대중화에 노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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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문학의 외국어 번역 등을 통해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인문학 대

중화 활동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 및 한국어문학 연구방법론의 대중지향적 접근을 통해 학문과 일상

의 소통을 모색한 노력의 결과이며, 연구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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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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글 영문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김덕호
Kim

Deok-ho
부교수 남 10035832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김주현
Kim

Juhyeon
정교수 남 10048375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김진웅
Kim

Jinung
조교수 남 10038762 전임 내국인

20190307-
20190831

6 0.3333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남길임
Nam
KilIm

정교수 여 10041243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백두현
PAEK
DOO

HYUN
정교수 남 10027260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서혜은
Seo Hye-

Eun
부교수 여 10142846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이상규
LEE

SANG
KYU

정교수 남 10023624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228

12 0.6666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정우락
Jeong

Woorak
정교수 남 10048123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국어국문학과 최은숙
Choi

Eunsook
조교수 여 10139444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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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겸임 0 겸임 0

계 9 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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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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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1 국어국문학과 김덕호
Kim

Deok-ho
부교수 남 10035832 전임 내국인 참여

`19.8.31 국어국문학과 김주현
Kim

Juhyeon
정교수 남 10048375 전임 내국인 참여

`19.8.31 국어국문학과 김진웅
Kim

Jinung
조교수 남 10038762 전임 내국인 참여

`19.8.31 국어국문학과 남길임
Nam
KilIm

정교수 여 10041243 전임 내국인 참여

`19.8.31 국어국문학과 백두현
PAEK
DOO

HYUN
정교수 남 10027260 전임 내국인 참여

`19.8.31 국어국문학과 서혜은
Seo Hye-

Eun
부교수 여 10142846 전임 내국인 참여

`19.8.31 국어국문학과 정우락
Jeong

Woorak
정교수 남 10048123 전임 내국인 참여

`19.8.31 국어국문학과 최은숙
Choi

Eunsook
조교수 여 10139444 전임 내국인 참여

'19.8.31 국어국문학괴 박현수
Park

Hyunsoo
정교수 남 10026799 전임 내국인 미참여

'19.8.31 국어국문학괴 김재석
Kim

Jaesuk
정교수 남 100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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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가야트리 사나

밤
Sanabam

Gayatri
2016227671 11668799 여 19910516 남길임 석사 4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정화 kimjungwha 2017221396 11724637 여 19760410 김주현 석사 3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노도원 Noh Dowon 2018223916 11853043 여 19921216 백두현 석사 1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리니 LI NI 2017224736 11726163 여 19930215 백두현 석사 3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리리 LI LI 2017225591 11726129 여 19930215 남길임 석사 3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리쇼광
Li

Shouguang
2018220020 11852586 남 19940605 김덕호 석사 1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말리카
VAKHABOVA

MALIKA
2017227157 11788059 여 19920403 김덕호 석사 2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서효동
XU

XIAOTONG
2017227391 11788400 여 19950828 이상규 석사 2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원석
SHIN WEON

SEOK
2017221118 11715585 남 19950222 남길임 석사 3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재섭
Jae-seob

Lee
2016227599 11662815 남 19920224 김덕호 석사 4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지원 LEEJIWON 2017227438 11852625 여 19941104 김주현 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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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정희윤
Jeong

Heeyun
2018220129 11850050 여 19931101 남길임 석사 1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최근주
CHOI GEUN

JU
2018225271 11847294 여 19960207 김주현 석사 1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동연
KIM DONG

YOUN
2017327336 11788924 남 19830630 최은숙 박사 2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소연 Kim Soyeon 2017326612 11321919 여 19910309 정우락 박사 3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11667447 남 19871016 정우락 박사 8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배은혜
Bae, Eun-

hye
2018321454 11662677 여 19910417 백두현 박사 1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민주 Lee MIn Ju 2017326173 11408711 여 19890315 남길임 박사 3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철희
LEE

CHULHEE
2017327338 11325789 남 19890415 김덕호 박사 2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전계성
Jeon Gye

Seong
2017325050 11334970 남 19821020 김주현 박사 3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전설련 quanxuelian 2016327848 11316006 여 19870608 정우락 박사 4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정성희
Jung-

Sunghee
2016325625 11317461 여 19850527 백두현 박사 5

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한송이 Han song-i 2016327956 11668387 여 19860116 이상규 박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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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황명환
Hwang
Myeong

Hwan
2016327038 11321567 남 19880630 정우락 박사 5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정화 kimjungwha 2017221396 11724637 여 19760410 김주현 석사 4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리니 LI NI 2017224736 11726163 여 19930215 백두현 석사 4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리리 LI LI 2017225591 11726129 여 19930215 남길임 석사 4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리쇼광
Li

Shouguang
2018220020 11852586 남 19940605 김덕호 석사 2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말리카
VAKHABOVA

MALIKA
2017227157 11788059 여 19920403 김덕호 석사 3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쉬샤오통
XU

XIAOTONG
2017227391 11788400 여 19950828 이상규 석사 3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스리 와흐유닝

시
WAHYUNING

SIH SRI
2018227324 11910767 여 19930414 남길임 석사 1

2018년 2학기 어문학군 국어국문학과 신원석
SHIN WEON

SEOK
2017221118 11715585 남 19950222 남길임 석사 4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영욱 LI RONGXU 2018226966 11908763 남 19941230 김주현 석사 1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지원 LEEJIWON 2017227438 11852625 여 19941104 김주현 석사 3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정희윤
Jeong

Heeyun
2018220129 11850050 여 19931101 남길임 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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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동연
KIM DONG

YOUN
2017327336 11788924 남 19830630 최은숙 박사 3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소연 Kim Soyeon 2017326612 11321919 여 19910309 정우락 박사 4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배은혜
Bae, Eun-

hye
2018321454 11662677 여 19910417 백두현 박사 2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소윤 Shin so youn 2018327362 11662646 여 19940209 정우락 박사 1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이민주 Lee MIn Ju 2017326173 11408711 여 19890315 남길임 박사 4

2018년 2학기 어문학군 국어국문학과 이철희
LEE

CHULHEE
2017327338 11325789 남 19890415 김덕호 박사 3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전계성
Jeon Gye

Seong
2017325050 11334970 남 19821020 김주현 박사 4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전설련 quanxuelian 2016327848 11316006 여 19870608 정우락 박사 5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정성희
Jung-

Sunghee
2016325625 11317461 여 19850527 백두현 박사 6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조가유
TSAO CHIA

YU
2018326996 11667428 여 19860604 김주현 박사 1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푸량 FU LIANG 2018327313 11670605 여 19930114 백두현 박사 1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한송이 Han song-i 2016327956 11668387 여 19860116 이상규 박사 5

292-346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황명환
Hwang
Myeong

Hwan
2016327038 11321567 남 19880630 정우락 박사 6

2018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DESSIAR

ACHMAD RIO
ACHMAD RIO

DESSIAR
2018327164 11914601 남 19861210 백두현 박사 1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강민지 Kang Min Ji 2019221456 12433501 여 19941012 김진웅 석사 1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해은
KIM HAE

EUN
2019220069 12433551 여 19950909 남길임 석사 1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리쇼광
Li

Shouguang
2018220020 11852586 남 19940605 김덕호 석사 3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말리카
VAKHABOVA

MALIKA
2017227157 11788059 여 19920403 김덕호 석사 4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쉬샤오통
XU

XIAOTONG
2017227391 11788400 여 19950828 백두현 석사 4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스리 와흐유닝

시
WAHYUNING

SIH SRI
2018227324 11910767 여 19930414 남길임 석사 2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영욱 LI RONGXU 2018226966 11908763 남 19941230 김주현 석사 2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정희윤
Jeong

Heeyun
2018220129 11850050 여 19931101 남길임 석사 3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최근주
CHOI GEUN

JU
2018225271 11847294 여 19960207 김주현 석사 2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황훼이민
hwang
Huimin

2019222929 12442793 여 19940218 김진웅 석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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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동연
KIM DONG

YOUN
2017327336 11788924 남 19830630 최은숙 박사 4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김소연 Kim Soyeon 2017326612 11321919 여 19910309 정우락 박사 5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배은혜
Bae, Eun-

hye
2018321454 11662677 여 19910417 백두현 박사 3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백미경
BAEK MI
KYUNG

2018327141 11911013 여 19830128 남길임 박사 2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신소윤 Shin so youn 2018327362 11662646 여 19940209 정우락 박사 2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재섭
Jae-seob

Lee
2019326914 11662815 남 19920224 김덕호 박사 1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이철희
LEE

CHULHEE
2017327338 11325789 남 19890415 김덕호 박사 4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전계성
Jeon Gye

Seong
2017325050 11334970 남 19821020 김주현 박사 5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전설련 quanxuelian 2016327848 11316006 여 19870608 정우락 박사 6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정성희
Jung-

Sunghee
2016325625 11317461 여 19850527 백두현 박사 7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조가유
TSAO CHIA

YU
2018326996 11667428 여 19860604 김주현 박사 2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푸량 FU LIANG 2018327313 11670605 여 19930114 백두현 박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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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황명환
Hwang
Myeong

Hwan
2016327038 11321567 남 19880630 정우락 박사 7

2019년 1학기 국어국문학과
DESSIAR

ACHMAD RIO
ACHMAD RIO

DESSIAR
2018327164 11914601 남 19861210 백두현 박사 2

참여대학원생 수(명)

석사 17

박사 19.5

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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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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글 영문

180301-
190831

국어국문학과 최준 Choi Jun 남 10327020 20180301-20190228 12 0.6666

180301-
190831

국어국문학과 조유영
Jo

Yuyoung
남 10138357 20180301-20190831 18 1

180301-
190831

국어국문학과 배지연
Bae

Jiyeon
여 11202861 20180301-20190831 18 1

180301-
190831

국어국문학과 김수정
Kim

Sujeong
여 11784195 20190301-20190831 6 0.3333

전체 신진연구 인력 수 4 환산 참여 신진연구인력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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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최근 1년 6개월간 대학원생 확보 실적 (연도별/학기별 재학생 현황)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성별 외국인/내국인
생년월일

(YYYYMMDD)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4월 1일 1
가야트리사나

밤
GAYATRI

SANABAM
2016227671 여 외국인 19910516 남길임 석사

2018년 4월 1일 2 강현아 2016223933 여 내국인 19930712 남길임 석사

2018년 4월 1일 3 김대웅 2015222290 남 내국인 19860612 박현수 석사

2018년 4월 1일 4 김정화 2017221396 여 내국인 19760410 김주현 석사

2018년 4월 1일 5 노도원 2018223916 여 내국인 19921216 백두현 석사

2018년 4월 1일 6 리니 Li Ni 2017224736 여 외국인 19930215 백두현 석사

2018년 4월 1일 7 리리 Li Li 2017225591 여 외국인 19930215 남길임 석사

2018년 4월 1일 8 리쇼광 Li Shouguang 2018220020 남 외국인 19940605 김덕호 석사

2018년 4월 1일 9 리우징나 Liu JingNa 2016227935 여 외국인 19931014 임지룡 석사

2018년 4월 1일 10
바하보바 말리

카
VAKHABOVA

MALIKA
2017227157 여 외국인 19920403 김덕호 석사

2018년 4월 1일 11 박현숙 2013200004 여 내국인 19820415 김주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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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12 쉬샤오통 Xu Xiaotong 2017227391 여 외국인 19950828 백두현 석사

2018년 4월 1일 13 신소윤 2016227361 여 내국인 19940209 정우락 석사

2018년 4월 1일 14 신원석 2017221118 남 내국인 19950222 남길임 석사

2018년 4월 1일 15 유신지 2015228208 여 내국인 19860325 박현수 석사

2018년 4월 1일 16 이재섭 2016227599 남 내국인 19920224 김덕호 석사

2018년 4월 1일 17 이지원 2017227438 여 내국인 19941104 김주현 석사

2018년 4월 1일 18 정희윤 2018220129 여 내국인 19931101 남길임 석사

2018년 4월 1일 19 조가유 Tsao Chia Yu 2016222548 여 외국인 19860604 김주현 석사

2018년 4월 1일 20 최근주 2018225271 여 내국인 19960207 김주현 석사

2018년 4월 1일 21 친샤 Qin Xia 2013200012 여 외국인 19890317 남길임 석사

2018년 4월 1일 22 타무라미카 Tamura Mika 2013200007 여 외국인 19620303 김재석 석사

2018년 4월 1일 23 푸량 Fu Liang 2016222480 여 외국인 19930114 백두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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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24 김동연 2017327336 남 내국인 19830630 최은숙 박사

2018년 4월 1일 25 김동현 2017327393 남 내국인 19891028 김재석 박사

2018년 4월 1일 26 김명주 2014400001 여 내국인 19890810 백두현 박사

2018년 4월 1일 27 김분청 2013400002 여 내국인 19620126 정우락 박사

2018년 4월 1일 28 김소연 2017326612 여 내국인 19910309 정우락 박사

2018년 4월 1일 29 김정아 2009400001 여 내국인 19800924 임지룡 박사

2018년 4월 1일 30 김종구 2008400002 남 내국인 19760928 정우락 박사

2018년 4월 1일 31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남 외국인 19871016 정우락 박사

2018년 4월 1일 32 류명옥 2009400002 여 내국인 19821002 정우락 박사

2018년 4월 1일 33 박진아 2004400003 여 내국인 19780201 서혜은 박사

2018년 4월 1일 34 배은혜 2018321454 여 내국인 19910417 백두현 박사

2018년 4월 1일 35 비신연 Bi Xin Yan 2013400004 여 외국인 19820124 백두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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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36 손증상
Son Jeung

Sang
2013400006 여 내국인 19801201 김재석 박사

2018년 4월 1일 37 안주현 2009400004 남 내국인 19810215 백두현 박사

2018년 4월 1일 38 우수영 2011400007 여 내국인 19630530 김주현 박사

2018년 4월 1일 39 이민주 2017326173 여 내국인 19890315 남길임 박사

2018년 4월 1일 40 이수진 2013400008 여 내국인 19860827 남길임 박사

2018년 4월 1일 41 이철희 2017327338 남 내국인 19890415 김덕호 박사

2018년 4월 1일 42 전계성 2017325050 남 내국인 19821020 김주현 박사

2018년 4월 1일 43 전설련
Quan

XueLian
2016327848 여 외국인 19870608 정우락 박사

2018년 4월 1일 44 정성희 2016325625 여 내국인 19850527 백두현 박사

2018년 4월 1일 45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여 외국인 19850422 남길임 박사

2018년 4월 1일 46 제갈덕주 2014400005 남 내국인 19840421 김덕호 박사

2018년 4월 1일 47 최은주 2013400009 여 내국인 19820324 정우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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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48 티띠왓앙쿨
Titiwat

Angkula
2017327155 남 외국인 19840407 임지룡 박사

2018년 4월 1일 49 한송이 Han, Song I 2016327956 여 내국인 19860116 이상규 박사

2018년 4월 1일 50 황명환 2016327038 남 내국인 19880630 정우락 박사

2018년 10월 1일 1 강현아 2016223933 여 내국인 19930712 남길임 석사

2018년 10월 1일 2 금동현 2018226994 남 내국인 19941228 김재석 석사

2018년 10월 1일 3 김정화 2017221396 여 내국인 19760410 김주현 석사

2018년 10월 1일 4 김진수 Kim, Jin Soo 19922005 남 내국인 19660203 김주현 석사

2018년 10월 1일 5 노도원 2018223916 여 내국인 19921216 백두현 석사

2018년 10월 1일 6 리니 Li Ni 2017224736 여 외국인 19930215 백두현 석사

2018년 10월 1일 7 리리 Li Li 2017225591 여 외국인 19930215 남길임 석사

2018년 10월 1일 8 리쇼광 Li Shouguang 2018220020 남 외국인 19940605 김덕호 석사

2018년 10월 1일 9
바하보바 말리

카
VAKHABOVA

MALIKA
2017227157 여 외국인 19920403 김덕호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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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10 쉬샤오통 Xu Xiaotong 2017227391 여 외국인 19950828 백두현 석사

2018년 10월 1일 11
스리와흐유닝

시

SRI
WAHYUNING

SIH
2018227324 여 외국인 19930414 남길임 석사

2018년 10월 1일 12 신원석 2017221118 남 내국인 19950222 남길임 석사

2018년 10월 1일 13 우미란 WOO MI RAN 2009200012 여 내국인 19621109 이상규 석사

2018년 10월 1일 14 유신지 2015228208 여 내국인 19860325 박현수 석사

2018년 10월 1일 15 이영욱 Li Rongxu 2018226966 남 외국인 19941230 김주현 석사

2018년 10월 1일 16 이재섭 2016227599 남 내국인 19920224 김덕호 석사

2018년 10월 1일 17 이지원 2017227438 여 내국인 19941104 김주현 석사

2018년 10월 1일 18 정희윤 2018220129 여 내국인 19931101 남길임 석사

2018년 10월 1일 19 최근주 2018225271 여 내국인 19960207 김주현 석사

2018년 10월 1일 20 구소령 2013400001 여 내국인 19760120 김주현 박사

2018년 10월 1일 21 김대웅 2018327270 남 내국인 19860612 박현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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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22 김동연 2017327336 남 내국인 19830630 최은숙 박사

2018년 10월 1일 23 김동현 2017327393 남 내국인 19891028 김재석 박사

2018년 10월 1일 24 김선영 2018326939 여 내국인 19771015 정우락 박사

2018년 10월 1일 25 김소연 2017326612 여 내국인 19910309 정우락 박사

2018년 10월 1일 26 김정아 2009400001 여 내국인 19800924 임지룡 박사

2018년 10월 1일 27 김종구 2008400002 남 내국인 19760928 정우락 박사

2018년 10월 1일 28 량짜오 Liang Zhao 2014400009 남 외국인 19871016 정우락 박사

2018년 10월 1일 29 류동일 2010400001 남 내국인 19810803 김주현 박사

2018년 10월 1일 30 박진아 2004400003 여 내국인 19780201 서혜은 박사

2018년 10월 1일 31 배은혜 Eunhye Bae 2018321454 여 내국인 19910417 백두현 박사

2018년 10월 1일 32 백미경 2018327141 여 내국인 19830128 남길임 박사

2018년 10월 1일 33 비신연 Bi Xin Yan 2013400004 여 외국인 19820124 백두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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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34 서은영 2013400005 여 내국인 19820413 남길임 박사

2018년 10월 1일 35 신소윤 2018327362 여 내국인 19940209 정우락 박사

2018년 10월 1일 36
아흐마드리오

데시아르
Achmad Rio

Dessiar
2018327164 남 외국인 19861210 백두현 박사

2018년 10월 1일 37 이민주 Minju Lee 2017326173 여 내국인 19890315 남길임 박사

2018년 10월 1일 38 이수진 2013400008 여 내국인 19860827 남길임 박사

2018년 10월 1일 39 이철희 2017327338 남 내국인 19890415 김덕호 박사

2018년 10월 1일 40 전계성 2017325050 남 내국인 19821020 김주현 박사

2018년 10월 1일 41 전설련
Quan

XueLian
2016327848 여 외국인 19870608 정우락 박사

2018년 10월 1일 42 정성희 2016325625 여 내국인 19850527 백두현 박사

2018년 10월 1일 43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여 외국인 19850422 남길임 박사

2018년 10월 1일 44 조가유
TSAO CHIA-

YU
2018326996 여 외국인 19860604 김주현 박사

2018년 10월 1일 45 최은주 2013400009 여 내국인 19820324 정우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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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46 티띠왓앙쿨
Titiwat

Angkula
2017327155 남 외국인 19840407 임지룡 박사

2018년 10월 1일 47 푸량 Fu Liang 2018327313 여 외국인 19930114 백두현 박사

2018년 10월 1일 48 한송이 Han, Song I 2016327956 여 내국인 19860116 이상규 박사

2018년 10월 1일 49 현영희 2010400006 여 내국인 19840713 남길임 박사

2018년 10월 1일 50 황명환 2016327038 남 내국인 19880630 정우락 박사

2019년 4월 1일 1 강민지 2019221456 여 내국인 19941012 김진웅 석사

2019년 4월 1일 2 금동현 2018226994 남 내국인 19941228 김재석 석사

2019년 4월 1일 3 김정화 2017221396 여 내국인 19760410 김주현 석사

2019년 4월 1일 4 김해은 2019220069 여 내국인 19950909 남길임 석사

2019년 4월 1일 5 류인수 19832016 남 내국인 19550913 임지룡 석사

2019년 4월 1일 6 리니 Li Ni 2017224736 여 외국인 19930215 백두현 석사

2019년 4월 1일 7 리리 Li Li 2017225591 여 외국인 19930215 남길임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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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8 리쇼광 Li Shouguang 2018220020 남 외국인 19940605 김덕호 석사

2019년 4월 1일 9
바하보바말리

카
VAKHABOVA

MALIKA
2017227157 여 외국인 19920403 김덕호 석사

2019년 4월 1일 10 쉬샤오통 Xu Xiaotong 2017227391 여 외국인 19950828 백두현 석사

2019년 4월 1일 11
스리와흐유닝

시

SRI
WAHYUNING

SIH
2018227324 여 외국인 19930414 남길임 석사

2019년 4월 1일 12 신원석 2017221118 남 내국인 19950222 남길임 석사

2019년 4월 1일 13 예은정 2019224082 여 내국인 19690920 정우락 석사

2019년 4월 1일 14 유신지 2015228208 여 내국인 19860325 박현수 석사

2019년 4월 1일 15 이영욱 Li Rongxu 2018226966 남 외국인 19941230 김주현 석사

2019년 4월 1일 16 정희윤 2018220129 여 내국인 19931101 남길임 석사

2019년 4월 1일 17 최근주 2018225271 여 내국인 19960207 김주현 석사

2019년 4월 1일 18 타무라미카 Tamura Mika 2013200007 여 외국인 19620303 김재석 석사

2019년 4월 1일 19 황훼이민
Huang
Huimin

2019222929 여 외국인 19940218 김진웅 석사

306-346



2019년 4월 1일 20 김대웅 2018327270 남 내국인 19860612 박현수 박사

2019년 4월 1일 21 김동연 2017327336 남 내국인 19830630 최은숙 박사

2019년 4월 1일 22 김동현 2017327393 남 내국인 19891028 김재석 박사

2019년 4월 1일 23 김선영 2018326939 여 내국인 19771015 정우락 박사

2019년 4월 1일 24 김소연 2017326612 여 내국인 19910309 정우락 박사

2019년 4월 1일 25 김정아 2009400001 여 내국인 19800924 임지룡 박사

2019년 4월 1일 26 류동일 2010400001 남 내국인 19810803 김주현 박사

2019년 4월 1일 27 박진아 2004400003 여 내국인 19780201 서혜은 박사

2019년 4월 1일 28 배은혜 Eunhye Bae 2018321454 여 내국인 19910417 백두현 박사

2019년 4월 1일 29 백미경 2018327141 여 내국인 19830128 남길임 박사

2019년 4월 1일 30 서은영 2013400005 여 내국인 19820413 남길임 박사

2019년 4월 1일 31 서정현 2012400005 남 내국인 19821222 한길연 박사

307-346



2019년 4월 1일 32 신소윤 2018327362 여 내국인 19940209 정우락 박사

2019년 4월 1일 33
아흐마드리오

데시아르
Achmad Rio

Dessiar
2018327164 남 외국인 19861210 백두현 박사

2019년 4월 1일 34 이수진 2013400008 여 내국인 19860827 남길임 박사

2019년 4월 1일 35 이재섭 2019326914 남 내국인 19920224 김덕호 박사

2019년 4월 1일 36 이철희 2017327338 남 내국인 19890415 김덕호 박사

2019년 4월 1일 37 전계성 2017325050 남 내국인 19821020 김주현 박사

2019년 4월 1일 38 전설련
Quan

XueLian
2016327848 여 외국인 19870608 정우락 박사

2019년 4월 1일 39 정성희 2016325625 여 내국인 19850527 백두현 박사

2019년 4월 1일 40 정해연 Jung Hae Yun 2014400003 여 외국인 19850422 남길임 박사

2019년 4월 1일 41 조가유
TSAO CHIA-

YU
2018326996 여 외국인 19860604 김주현 박사

2019년 4월 1일 42 티띠왓앙쿨
Titiwat

Angkula
2017327155 남 외국인 19840407 임지룡 박사

2019년 4월 1일 43 푸량 Fu Liang 2018327313 여 외국인 19930114 백두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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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44 황명환 2016327038 남 내국인 19880630 정우락 박사

대학원생 수
(명)

석사

2018년 42

석박사통합

2018년 0

외국인 학생수

2018년 15.5
2019년 19 2019년 0

전체 30.5 전체 0
2019년 7.5

박사

2018년 58

총계

2018년 50

2019년 25 2019년 22
전체 23

전체 41.5 전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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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최근 1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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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

취업일자
(YYYYMMDD)

회사명 전화번호 취업구분
근무
지역

2018년 8월 1 손증상
Son

Jeung
Sang

20134
00006

여
198012

01
박사 201303 참여 미참여 취업

2018년 8월 2
가야트리

사나밤

GAYATRI
SANABA

M

20162
27671

여
199105

16
석사 201608 미참여 참여 기타

2018년 8월 3 김대웅
Kim Dae

Ung
20152
22290

남
198606

12
석사 201503 참여 미참여

국내
진학

2018년 8월 4 신소윤
Shin so

youn
20162
27361

여
199402

09
석사 201603 미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8년 8월 5 조가유
TSAO

CHIA YU
20162
22548

여
198606

04
석사 201603 미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8년 8월 6 푸량 Fu Liang
20162
22480

여
199301

14
석사 201603 미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8년 8월 7 류명옥
20094
00002

여
198210

02
박사 200903 미참여 미참여

2018년 8월 8 리우징나
Liu

JingNa
20162
27935

여
199310

14
석사 201608 미참여 미참여

2019년 2월 1 강현아
20162
23933

여
199307

12
석사 201603 미참여 참여 취업 20181203

(주)더아
이엠씨

053-744-
0707

정규직
대구광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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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 량짜오
Liang
Zhao

20144
00009

남
198710

16
박사 201409 참여 참여 취업 20190513

하북대학
교

86-0312-
5079306

정규직 중국

2019년 2월 3 제갈덕주
Jegal
Dukju

20144
00005

남
198404

12
박사 201403 참여 참여 취업 20190403

시인보호
구역

070-
8862-
4530

자영업
대구광

역시

2019년 2월 4 우수영
Woo Soo

Young
20114
00007

여
196305

30
박사 201103 참여 미참여 기타

2019년 2월 5 이재섭
Jaeseob

Lee
20162
27599

남
199202

24
석사 201608 미참여 참여

국내
진학

2019년 2월 6 김종구
20084
00002

남
197609

28
박사 200803 미참여 미참여

2019년 2월 7 비신연
Bi Xin

Yan
20134
00004

여
198201

24
박사 201303 미참여 미참여

2019년 2월 8 우미란
WOO MI

RAN
20092
00012

여
196211

09
석사 200908 미참여 미참여

2019년 8월 1 서정현
Junghyu

n Seo
20124
00005

남
198212

22
박사 201203 참여 미참여 취업

2019년 8월 2 리니 LI Ni
20172
24736

여
199302

15
석사 201703 미참여 참여 기타

2019년 8월 3 리리 Li Li
20172
25591

여
199302

15
석사 201703 미참여 참여 기타

2019년 8월 4 김정아
20094
00001

여
198009

24
박사 200903 미참여 미참여

2019년 8월 5 류인수
19832

016
남

195509
13

석사 198303 미참여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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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2018년

석사 6

2019년

석사 6

전체기간

석사 12

박사 2 박사 7 박사 9

계 8 계 13 계 21

취업
2018년 8월

졸업자

석사 4

국내 진학자 소계 3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2

국내 진학자 소계 1

국외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1

박사 0
입대자 소계 0

박사 2
입대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2

312-346



[첨부 6-1]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대학원생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가중치
(P)

환산
편수

석/박사
실적구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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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

「무녀도」
의 창작 의도
와 실 제 결과
의 간극 –기
독교의 우발
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영남학
1738-
7760

64 313
2018

03
1 0 1 전계성

113349
70

1 0 1 1 1 박사

2018년 2

낙재 서사원
(樂齋 徐思

遠)의 선유시
(船遊詩) 연

구 - 금호강에
대한 감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1225-
3928

75 125
2018

03
1 0 1 김소연

113219
19

1 0 1 1 1 박사

2018년 3

 Debunking
Myths

about the
Creation

Backgroun
d of

Hunminjeo
ngeum

국제언어문
학

1229-
8468

40 77
2018

08
2 0 2 한송이

116683
87

1 0 1 1 0.5 박사

313-346



2018년 4

 상품평 텍스
트에 나타난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한민족어
문학

 1229-
0742

 82  63
2018

12
1 1 2  이민주

114087
11

1 0 1 1 0.5 박사

2018년 5

기독교 소재
김동리 소설
의 다성적 작
가의식: 샤머
니즘 의식과
기독교 의식
의 경합 양상
을 중심으로

문학과종교
1229-
5620

23 4 107
2018

12
1 0 1 전계성

113349
70

1 0 1 1 1 박사

2018년 6

대구 지역어
의 이중모음
의 단모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배달말
1229-
1447

63 113
2018

12
1 0 1 이철희

113257
89

1 0 1 1 1 박사

2018년 7

부강정 관련
한시에 나타
난 공간감성
과 지역적 특

징

인문사회
21

2093-
8721

9   6
127

5
2018

12
1 0 1  황명환

113215
67

1 0 1 1 1 박사

2019년 1

김동리의 「
솔거」연작
에 나타난 종
교 횡단과 그

의미

한국문예비
평연구

1226-
7627

 61 127
2019

03
1 0 1 전계성

113349
70

1 0 1 1 1 박사

2019년 2
朝鲜燕⾏使
对回回国的

认知

인문사회
21

2093-
8721

10 4 897
2019

08
1 0 1 량짜오

116674
47

1 0 1 1 1 박사

논문 총
환산편수

2018년 6 2019년 2 총계 8

314-346



[첨부 6-2]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
치
(P)

환산
편수

석/
박사
실적
구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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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저명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기타국제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315-346



[첨부 6-3] 최근 1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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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8
년

국어 저서 1
맑스 마르크스

마륵스
경진

9788
9599
6576

2

356 201806 2 한송이
1166838

7
1 2 신간 1 1 박사

2018
년

외국어 저서 1
韓國學硏究論

文集

中國文化
大學華岡

出版部

978-
957-
596-
335-

4

6 16 201811 8 조가유
1166742

8
1 3 신간 1 0.375 박사

2019
년

국어 저서 1
 방언을 지도에

입히다
민속원

 978-
89-

285-
1282

-9

201903 13 한송이
1166838

7
1 2 신간 1 0.1538 박사

2019
년

국어 저서 2
대구 공간과 문

화어문학
역락

979-
11-

6244
-402-

3
9381

0

205 201906 11
김소연,이
철희,황명

환

1132191
9,11325
789,113
21567

3 2 신간 1 0.5454 박사

316-346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8년 1 2019년 0.6992 총계 1.6992

외국어 저서 2018년 0.375 2019년 0 총계 0.375

317-346



[첨부 7] 최근 1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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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내 1

2018년도
제2차 한국
문학언어학
회 학술대회
(고전문학)

한국 20180324
경북대학

교

紫巖書堂에
서 이루어진
讀書活動과

그 의미

1 김소연 11321919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3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지
역어 기반 문
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

업단
2018년 제
5회 전국학

술대회

한국 20180525

전남대학
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전남

대학교 한
국어문학

연구소
·인문학
연구소

김동리의 기
독교 계열

소설 창작과
그 우발적

결과 - ｢마리
아의 회태｣,
사반의 십자
가, ｢목공요
셉｣, ｢부활｣
을 중심으로

1 전계성 11334970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4

2018년 제
3회 전국 대
학원생 학술
포럼-학문후
속세대의 한
국어문학탐
색-한국어문
학 연구의 전
망과 가능성

한국 20180824

경북대학
교

BK21플
러스 영남
지역 문화
어문학 연

구 인력
양성 사업

단

근대국어 연
결어미 '-거
든'에 대한

국어학적 연
구-한글 음
식조리서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1 배은혜 1166267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5

2018년도
제6차 한국
문학언어학
회 학술대회
(고전문학)

한국 20180929
한국문학
언어학회

19세기 내
방가사에 나
타난 남성지
향의식과 그
의미 - <운

1 김동연 11788924 1 전문 1 1 박사

318-346



수상사곡
>과 <운수
답가>를 중

심으로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6
내암 정인홍
의 학문과 사

상
한국 20181012

남명학연
구원

설화에 나타
난 來庵 鄭

仁弘의 형상
과 그 의미

1 황명환 1132156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7

2018년도
배달말학회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1020
경상대학

교

대구 지역어
의 이중모음
의 단모음화
에 대한 사

회언어학적
연구

1 이철희 11325789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8

2018년도
제7차 한국
문학언어학
회 학술대회

(국어학)

한국 20181027
한국문학
언어학회

대구지역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대한 사회언
어학적 연구

1 이철희 11325789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

The 7th
Western
Pacific-

Asia
Conferenc

e on
Koreans
Studies

대만 20180619

중국문화
대학 한국
학연구센

터

조명희 소설
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
구

1 조가유 11667428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2

한일차세대
학술포럼 제
15회 국제학

술대회

일본 20180630

시즈오카
현립대학
대학원 국
제관계학
연구과,

동서대학
교 일본연

구센터

조명희 소설
의 정동 연

구
1 조가유 11667428 1 전문 2 2 박사

319-346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3
EURALEX

2018
슬로베

니아
20180717

Universi
ty of

Ljubljan
a

A Corpus-
Based

Study for
the

Lexicogra
phical

Treatment
of

Dialectal
Headword

s

2 한송이 11668387 1 초록 1.5 0.75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4
EURALEX

2018
슬로베

니아
20180717

Universi
ty of

Ljubljan
a

Korean
expression

s of
mitigation
in product

review.

4
신원석,이

민주
11715585,11

408711
2 초록 1.5 0.75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5

Multilingu
al

Education
in

Linguistica
lly Diverse

Context
2018

몰타 20180830
Universi

ty of
Malta

A Keyword
Analysis of
Textbooks
Designed

for
Internatio
nal Wives

3
배은혜,이
민주,한송

이

11662677,11
408711,1166

8387
3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6

제5회 경북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BK21 플러

스 사업단 국
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어
문학의 생성

과 변화

한국 20180913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영남
지역 문화
어문학 연

구 인력
양성 사업

단

금호강 연안
의 문학에

나타난 공간
감성과 지역

적 의미

1 황명환 11321567 1 전문 2 2 박사

320-346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7

제5회 경북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BK21 플러

스 사업단 국
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어
문학의 생성

과 변화

한국 20180914

경북대학
교 국어국

문학과
BK21플

러스 영남
지역 문화
어문학 연

구 인력
양성 사업

단

‘조각 작가
개념을 통해
본 작가의식
의 본질 – 김
동리의 ｢무
녀도｣와 기
독교 계열소
설을 중심으

로

1 전계성 11334970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8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지
역어 기반 문
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
업단 제6회
국제학술대

회

한국 20190117

전남대학
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BK21플

러스 사업
단·전남

대학교 한
국어문학

연구소
·인문학
연구소

경북 동해안
지역의 움라

우트 현상
1 이철희 11325789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1

2019년도
제2차 한국
문학언어학
회 학술대회
(고전문학)

한국 20190323
한국문학
언어학회

북경 체험
詩에 나타난
석주의 공간

인식과 그
의미

1 신소윤 11662646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2

2019년도
제3차 한국
문학언어학
회 학술대회

(국어학)

한국 20190504
한국문학
언어학회

자바계, 순
다계 인도네
시아인 학습
자의 한국어
단모음에 관
한 실험음성

학적 연구

1
아흐마드
리오데시

아르
11914601 1 전문 1 1 박사

321-346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4

2019 상반
기 한국비교
문학회 60주
년 기념 학술

대회

한국 20190608

한국비교
문학회

·세종대
학교

김동리 소설
의 기독교

인유
1 전계성 11334970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5
남명학과 동
아시아 담론

의 가능성
한국 20190628

남명학연
구원, 한
중철학회

南冥詩에
나타난 中國
典故의 특징
과 그 의미

1 량짜오 11667447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6

동양한문학
회 제136차
하계학술발
표대회 - 경
학연구의 거
시와 미시의

접점

한국 20190628
동양한문

학회

박지원의 燕
⾏에 나타난

물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 의미

1 김소연 11321919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7

2019년 제
4회 전국 대
학원생 학술
포럼-한국
언어, 문학,
문화 연구의
지평과 다양

성 모색

한국 20190821

연세대학
교

BK21플
러스 한국
언어문학
문화 국제
창의인력
양성 사업

단

김동리 소설
의 대립 구
도와 생의

구경

1 전계성 11334970 1 전문 1 1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8

2019년 제
4회 전국 대
학원생 학술
포럼-한국
언어, 문학,
문화 연구의
지평과 다양

성 모색

한국 20190821

연세대학
교

BK21플
러스 한국
언어문학
문화 국제
창의인력
양성 사업

단

훈민정음 해
례본의 복원
을 위한 침

안(針眼) 재
구성

1 배은혜 11662677 1 전문 1 1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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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제 1

The 8th
Western
Pacific-

Asia
Conferenc

e on
Korean
Studies

대만 20190617

중국문화
대학 한국
학연구센

터

함세덕의 국
민연극에 나
타난 정서적

전략

1 조가유 11667428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제 2 ASIALEX 터키 20190619
Istanbul
Universi

ty

The
Treatment
of Korean
Onomato

poeia-
Mimesis In

Korean-
Indonesia

n
Dictionari

es

3

아흐마드
리오데시
아르,스리
와흐유닝

시

11914601,11
910767

2 전문 2 1.3333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제 3

2019 해외
대학 박사과
정생 한국문

학 워크숍

한국 20190707
한국국제
교류재단

김사량의
<빛속으로
>에 나타난

수치심

1 조가유 11667428 1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제 6

중국문학지
리학회제

9회 연회 및
제4회석박

사論壇 국제
학술대회

중국 20190811
중국삼협

대학

乐斋徐思
远的船游
诗与对琴
湖江的感

性

2
김소연,신

소윤
11321919,11

662646
2 전문 2 2 박사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제 7

중국문학지
리학회제

9회 연회 및
제5회석박

사論壇 국제
학술대회

중국 20190812
중국삼협

대학

鹤菴申圣
燮的<卧龙
山九曲歌

>所反映的
空间形象
与其文化

意蕴

2 김동연 11788924 1 전문 2 1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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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제 8

중국문학지
리학회제

9회 연회 및
제6회석박

사論壇 국제
학술대회

중국 20190813
중국삼협

대학

以文化语
文学解读
韩国大邱

之空间

2 전설련 11316006 1 전문 2 1 박사

2018년

국제
총 건수 8

2019년

국제
총 건수 6

전체
기간

국제
총 건수 14

총 환산 편수 13.5000 총 환산 편수 9.3333 총 환산 편수 22.8333

국내
총 건수 7

국내
총 건수 7

국내
총 건수 14

총 환산 편수 7.0000 총 환산 편수 7.0000 총 환산 편수 14.0000

계
총 건수 15

계
총 건수 13

계
총 건수 28

총 환산 편수 20.5000 총 환산 편수 16.3333 총 환산 편수 36.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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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1] 최근 1년 6개월간 신진연구인력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치
(P)

환산
편수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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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

웹 말뭉치를 활
용한 의미적 신
어의 연구 동향

과 쟁점

한국사전학
1598-
8694

31 55
20180

5
2 1 3 최준 10327020 1 0 1 1 0.4

2018년 2

교육용 과학언
어 연구를 위한
범용 자료로서
과학교과서 말

뭉치 K-
STeC(Korea

n Science
Textbook

Corpus) 구축

한국과학교
육학회지

1226-
5187

38 4 575
20180

8
2 5 7 0 최준 10327020 1 1 1 0.04

2018년 3

<大丘十詠
>에 나타난 대
구의 시적 형상
과 그 지역 문

학적 의미

어문론총
1225-
3928

77 87
20180

9
1 1 조유영 10138357 1 0 1 1 1

2018년 4

1960~70년대
문학장과 최인
훈 - 1970년 전
후 『사상계』
문학 비평을 중

심으로

한국현대문
학회

1229-
2052

56 43
20181

2
1 1 배지연 11202861 1 0 1 1 1

2019년 1

趙榥의 「箕
裘謠」에 나타
난 道統 구현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1226-
2838

50 157
20190

1
1 1 조유영 10138357 1 0 1 1 1

325-346



2019년 2

신식민지의 어
떤 풍경 －최
인훈의 ｢국도
의 끝｣에 나타
난 공간 표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0451-
0097

186 289
20190

3
1 1 배지연 11202861 1 0 1 1 1

2019년 3

영남지역 구곡
원림의 유형에
따른 시적 형상

화 양상과 그
지역문화적 특

징

어문학
1225-
3774

143 189
20190

3
1 1 조유영 10138357 1 0 1 1 1

2019년 4
접속 영역에 따
른 배경 접속문
의 유형과 특성

언어학
1225-
7494

84 255
20190

8
1 1 김수정 11784195 1 0 1 1 1

논문 총
환산편수

2018년 2.44 2019년 4 총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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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2] 최근 1년 6개월간 신진연구인력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치
(P)

환산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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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 2019년 0 총 계 0

기타국제학술지 2018년 0 2019년 0 총 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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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3] 최근 1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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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
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9년 국어 저서 1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

한국문화
사

978-
89-

6817
-

746-
0

201903 11 배지연
1120286

1
1 2 신간 1 0.1818

2019년 국어 저서 2
대구 공간과 문

화어문학
역락

979-
11-

6244
-

402-
3

201906 11 조유영
1013835

7
1 2 신간 1 0.1818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8년 0 2019년 0.3636 총계 0.3636

외국어 저서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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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최근 1년 6개월간 외국인 교수 비율

기준 연번
성 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내국인 국적 비고

한글 영문

총 교수 수
(명)

2018년 0
외국인 교수 수

(명)

2018년 0
외국인 교수 비율

(%)

2018년 0

2019년 0 2019년 02019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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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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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01
-

190228
1

국립국어
원

연구용역
2018년 신어

조사 사업
남길임 남길임 10041243

2018-03-
16

2018-11-
30

공동 70,000 70,000 40 28,000
20180406,
20181206

180301
-

190228
2

문화체육
관광부

국고보조
금사업

2018년 국어
문화원 운영

사업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8-03-
01

2018-12-
31

단독 22,000 21,374 100 21,374

20180420,
20180517,
20180521,
20180601,
20180614,
20180703,
20180709,
20180712,
20180802,
20180803,
20180810,
20180828,
20180831,
20180914,
20181001,
20181004,
20181008,
20181016,
20181030,
20181114,
20181204,
20181226,
20181227,
20181231,
20190116,
20180616,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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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1
-

190228
3 경상북도

교부금사
업

경북 주요종
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
작(9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8-05-

01
2019-06-

29
공동 100,000 100,000 50 50,000

20180510,
20180624,
20181223

180301
-

190228
4

한국연구
재단

우수학자
지원사업

훈민정음의
문화중층론 :
관점의 전환
과 새로운 해

석

백두현 백두현 10027260
2018-05-

01
2019-04-

30
단독 39,180 39,180 100 39,180

20180510,
20190326,
20190326,
20190326,
20190402

180301
-

190228
5

(사)구계
서원대관
대유계회

연구용역

龜巖學 資
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
역(2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8-01-

01
2018-12-

31
공동 170,000 130,000 66.7 86,710

20180517,
20180831,
20181107

180301
-

190228
6

문화체육
관광부

국고보조
금사업

대구광역시
우리말 가꿈
이 운영 사업

지원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8-03-

01
2018-12-

31
단독 12,000 11,504 100 11,504

20180605,
20180614,
20180710,
20180712,
20180803,
20180810,
20180828,
20180914,
20181008,
20181016,
20181114,
20181214,
20181231,
20190116,
20180616,
20181222

180301
-

190228
7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
자지원

시간 분할 웹
말뭉치를 활
용한 의미적
신어의 식별
및 기술 방법

론 연구

남길임 남길임 10041243
2018-07-

01
2019-06-

30
단독 25,812 25,812 100 25,812

20180615,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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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1
-

190228
8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
자지원

근대 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
증

김주현 김주현 10048375
2018-07-

01
2019-06-

30
단독 19,590 19,590 100 19,590

20180625,
20190312,
20190611

180301
-

190228
9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국고보조
금사업

2018 독서문
화캠프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8-05-

03
2018-12-

31
단독 45,000 44,889 100 44,889

20180712,
20180813,
20180820,
20180822,
20180831,
20180906,
20180914,
20180928,
20181005,
20181008,
20181008,
20181016,
20181106,
20181108,
20181114,
20181221,
20181222

180301
-

190228
10

대구광역
시

교부금사
업

지역 국어문
화 활성화 지

원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8-08-
01

2018-12-
31

단독 9,500 9,500 100 9,500
20180807,
20181130

180301
-

190228
11

한국연구
재단

토대연구
지원

초중등 과학
수업 담화 말
뭉치 구축 및
활용 방안 연

구

박윤배 남길임 10041243
2018-09-

01
2019-08-

31
공동 203,736 203,736 11.1 22,614

20180905,
20190222,
20190222,
20190222,
20190222

180301
-

190228
12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국고보조
금사업

인문활동가
양성 파견 사

업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8-08-
01

2019-01-
31

단독 21,000 20,049 100 20,049

20180919,
20181004,
20181031,
20181128,
20181226,
20190129,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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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20190311

190301
-

190831
1

(사)구계
서원대관
대유계회

연구용역

龜巖學 資
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
역(3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9-01-

01
2019-12-

31
공동 180,000 90,000 66.7 60,030 20190307

190301
-

190831
2 경상북도

교부금사
업

경북 주요종
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
작(10차년도

)

정우락 정우락 10048123
2019-04-

01
2020-03-

31
공동 150,000 150,000 50 75,000 20190408

190301
-

190831
3

한국연구
재단

우수학자
지원사업

훈민정음의
문화중층론 :
관점의 전환
과 새로운 해

석

백두현 백두현 10027260
2019-05-

01
2020-04-

30
단독 39,180 39,180 100 39,180 20190507

190301
-

190831
4

문화체육
관광부

국고보조
금사업

2019년 국어
문화원 운영

사업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9-03-
01

2019-12-
31

단독 24,000 5,983 100 5,983

20190507,
20190508,
20190520,
20190528,
20190612,
20190620,
20190703,
20190712,
20190715

190301
-

190831
5

문화체육
관광부

국고보조
금사업

대구광역시
2019년 우리
말 가꿈이 운
영 사업 지원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9-03-

01
2019-12-

31
단독 12,000 3,614 100 3,614

20190507,
20190515,
20190529,
20190612,
20190703,
20190712

190301
-

190831
6

한국연구
재단

인문한국
플러스

(HK+)지원

동아시아 기
록문화의 원
류와 지적 네
트워크 연구

윤재석 백두현 10027260
2019050

1
20200430 공동 1,250,489 1,250,489 8.3 103,790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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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1
-

190831
7

한국연구
재단

인문한국
플러스

(HK+)지원

동아시아 기
록문화의 원
류와 지적 네
트워크 연구

윤재석 남길임 10041243
2019050

1
20200430 공동 1,250,489 1,250,489 8.3 103,790 20190516

190301
-

190831
8

국립국어
원

연구용역
2019년 신어

조사 사업
남길임 남길임 10041243

2019-04-
22

2019-12-
10

공동 49,500 24,750 40 9,900 20190523

190301
-

190831
9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
자지원

근대 작가의
‘육필 원고’

진위 여부 고
증

김주현 김주현 10048375
2019-07-

01
2020-06-

30
단독 19,590 19,590 100 19,590 20190628

190301
-

190831
10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
자지원

시간 분할 웹
말뭉치를 활
용한 의미적
신어의 식별
및 기술 방법

론 연구

남길임 남길임 10041243
2019-07-

01
2020-06-

30
단독 25,812 25,812 100 25,812 20190628

190301
-

190831
11

한국연구
재단

중견연구
자지원

경판본 소설
에 대한 서구
인의 시선 연

구

서혜은 서혜은 10142846
2019-07-

01
2020-06-

30
단독 12,906 12,906 100 12,906 20190701

190301
-

190831
12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국고보조
금사업

인문전공자
협업 인문프

로그램
김덕호 김덕호 10035832

2019-06-
01

2019-10-
31

단독 14,000 2,020 100 2,020 20190712

총 수주 건수

2018.3.1 ~ 2019.2.28 12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18.3.1 ~ 2019.2.28      379,222

2019.3.1 ~ 2019.8.31 12 2019.3.1 ~ 2019.8.31      461,615

계 24 계      840,837

334-346



[첨부 10-2] 최근 1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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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3.1 ~ 2019.2.28 0

산업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18.3.1 ~ 2019.2.28            0

2019.3.1 ~ 2019.8.31            02019.3.1 ~ 2019.8.31 0

계 0 계            0

335-346



[첨부 10-3] 최근 1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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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3.1 ~
2019.2.28

0
해외기관

연구비
총 입금액

2018.3.1 ~ 2019.2.28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2018.3.1 ~
2019.2.28

           0

2019.3.1 ~
2019.8.31

           02019.3.1 ~ 2019.8.31            0
2019.3.1 ~
2019.8.31

0

계 0 계            0 계            0

336-346



[첨부 11-1]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치
(P)

환산
편수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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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권두서명과 병
서 행 복원 방

안 연구

어문론총 
1225-
3928

 75 9
20180

3
1 0 1 백두현 10027260 1 0 1 1 1

2018년 2

구어 부정 구문
의 기능과 특성
―‘거 아니-’ 구
문을 중심으로

―

한글
1225-
0449

79 1 67
20180

3
1 0 1 남길임 10041243 1 0 1 1 1

2018년 3

근대 계몽기 재
중 발간 매체에
실린 한국문학
자료의 조사 및

연구

어문론총
1225-
3928

72 181
20180

3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2018년 4

청량산 기행가
사에 나타난 유
산(遊山)체험

의 양상과 의미

영남학
173877

60
 64 69

20180
3

1 0 1 최은숙 10139444 1 0 1 1 1

2018년 5

웹 말뭉치를 활
용한 의미적 신
어의 연구 동향

과 쟁점

한국사전학
1598-
8694

 31 55
20180

5
2 1 3 남길임 10041243 1 0 1 1 0.4

2018년 6
방언 분포의 변
화에 대한 사회
방언학적 연구

방언학
1738-
8686

27 181
20180

6
1 0 1 김덕호 10035832 1 0 1 1 1

2018년 7
북한 문화어의
어두 ㄹ, ㄴ 규
정을 통해서 본

어문론총 
1225-
3928

 76 85
20180

6
2 1 3 0 백두현

1002726
0

1 1 1 0.2

337-346



언어 정체성 구
축과 차별화 방

식 연구 

2018년 8
성주지역 금석
문의 존재 양상

과 성격
영남학

1738-
7760

65  111
20180

6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8년 9
월성 해자 목간

의 이두 자료
木簡과 文字

2005-
4122

20 273
20180

6
1 0 1 백두현 10027260 1 0 1 1 1

2018년 10
웹 말뭉치를 활
용한 언어 연구
의 현황과 쟁점

한국어 의미
학

122671
98

60  23
20180

6
1 2 3 남길임 10041243 1  0 1 1 0.5

2018년 11

경북종가제례
의양상과문화
적의미―불천
위제례를중심

으로

온지논총
2384-
2253

56  283
20180

7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8년 12

교육용 과학언
어 연구를 위한
범용 자료로서
과학교과서 말

뭉치 K-
STeC(Korean

Science
Textbook

Corpus) 구축

한국과학교
육학회지

1226-
5187

38 4 575
20180

8
2 5 7  0 남길임

1004124
3

1 1 1 0.04

2018년 13

Debunking
Myths about
the Creation
Background

of
Hunminjeon

geum

국제언어문
학

1229-
8468

40 77
20180

8
2 0 2 이상규 10023624 1 0 1 1 0.5

2018년 14
‘후회’의 역설 -
감성 표현에 대
한 말뭉치언어

한국사전학
1598-
8694

 32 7
20181

1
1 0 1 남길임 10041243 1 0 1 1 1

338-346



학적 고찰 -

2018년 15
백곡 정곤수의
가족사랑과 가

문의식 연구
국학연구

1598-
8082

37  245
20181

1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2018년 16
「신단공안」
의 저자 규명

한국현대문
학연구

1229-
2052

56 189
20181

2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2018년 17

≪황성신문
≫에 실린 신채
호 작품의 발굴
연구-<대동고
사>란을 중심

으로

한국근현대
사연구

1227-
8203

87 139
20181

2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2018년 18

영남지역 아리
랑 전승 활동과
지역문화브랜

딩

한국민요학
159896

15
54  43

20181
2

1 0 1 최은숙 10139444 1 0 1 1 1

2019년 1

『지셔ᄌᆡ자
명록』수록 가
사 작품의 담론

특성과 의미

동방학
1598-
1452

 40 155
20190

2
1 0 1 최은숙 10139444 1 0 1 1 1

2019년 2
구문 개념의 정
립을 위한 시론

國語學
1225-
1933

89 313
20190

3
1 0 1 김진웅 10038762 1 0 1 1 1

2019년 3

국립 기메 동양
예술 박물관 소
장 경판본 소설
의 대중성과 의

의

동아시아고
대학

1229-
8298

53 161
20190

3
1 0 1 서혜은 10142846 1 0 1 1 1

2019년 4

보다 완전한 판
본을 위하여

－텍스트의 검
열과 복원 고찰

국어국문학
0451-
0097

186 231
20190

3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339-346



2019년 5
‘김치’의 어원

연구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1225-
7060

34 2 112
20190

4
1 0 1 백두현 10027260 1 0 1 1 1

2019년 6

표기와 음운변
화로 본 『주찬
방』의 필사 연

대

국어사연구
1738-
477X

28 233
20190

4
2 0 2 백두현 10027260 1 0 1 1 0.5

2019년 7

한국어교육 분
야 국문초록의
이동마디 구성
분석-한국인과
외국인 전문 필
자의 비교를 중

심으로

리터러시 연
구

2233-
4637

10 2 377
20190

4
1 0 1 김진웅 10038762 1 0 1 1 1

2019년 8

일제강점기 아
리랑 탐구의 한
방향 - 민중적
관심을 중심으

로

동남어문논
집

1226-
9131

1 47 203
20190

5
1 0 1 최은숙 10139444 1 0 1 1 1

2019년 9
한국어 사전학
의 현황과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1738-
1908

47 61
20190

5
1 0 1 남길임 10041243 1 0 1 1 1

2019년 10
『음식디미방
』의 ‘맛질방

문’ 재론
지명학

1229-
0378

30 157
20190

6
1 0 1 백두현 10027260 1 0 1 1 1

2019년 11

영남 지역의 하
위 방언 구획에
대한 종합적 연

구

영남학
1738-
7760

69 213
20190

6
1 0 1 김덕호 10035832 1 0 1 1 1

2019년 12

조선시대 <봉
신연의>의 향
유 양상과 그

독자의식

배달말
1229-
1447

64 85
20190

6
1 0 1 서혜은 10142846 1 0 1 1 1

2019년 13
虛齋 林汝松

文學의 주제와
그 의의

남명학연구
1226-
8925

62  229
20190

6
1 0 1 정우락 10048123 1 0 1 1 1

340-346



2019년 14

 상해 『독립신
문』 소재 「

피눈물」의 저
자 고증

 현대소설연
구

 1229-
3830

 74  71
20190

7
1 0 1  김주현 10048375 1 0 1 1 1

논문 총
환산편수

2018년 14.64 2019년 13.5 총계 28.14

341-346



[첨부 11-2]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가중치
(P)

환산
편수게재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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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韓國洛
東江及
其沿岸
的文學
的想象

力

陝西理
工大學
學報(社
會科學

版)

 

167
3-

293
6

36  1 201806 1 0 1 정우락
1004812

3
1 0 1 1 1

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8년 0 2019년 0 총 계 0

기타국제학술지 2018년 1 2019년 0 총 계 1

342-346



[첨부 11-3] 최근 1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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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
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8년 국어 저서 1
맑스 마르크스

마륵스
경진

9788
9599
6576

2

? 201806 2 이상규 10023624 1 2 신간 1 1

2018년 국어 저서 2
신채호 문학 주

해
경북대학
교 출판부

9788
9718
0488

9

  510 201806 1 김주현 10048375 1 2 신간 1 2

2018년 국어 저서 3 덕천서원
한국학중
앙연구원

출판부

979-
11-

5866
-

371-
1

1  6 201809 6 정우락 10048123 1 2 신간 1 0.3333

2018년 국어 저서 4
훈민정음 연구
의 성과와 전망

.1, 국내편

국립한글
박물관

9791
1894
3803

6

1  138 201809 8 백두현 10027260 1 2 신간 1 0.25

2018년 국어 저서 5

송철의선생퇴
임기념 국어학
논총(평안방언
의 ㄷ구개음화
미실현과 지역
정체성 형성의

상관성)

태학사

9788
9596
6248

7

77 201810 32 백두현 10027260 1 2 신간 1 0.0625

2018년 국어 저서 6
여암 신경준의

저정서 연구
역락

9791
1624
4310

1

617 201811 2 이상규 10023624 1 2 신간 1 1

343-346



2018년 국어 저서 7
21세기와 남명

조식
역락

979-
11-

6244
-

355-
2

1  11 201812 13 정우락 10048123 1 2 신간 1 0.1538

2018년 국어 저서 8
한강 정구와 무

흘문화
역락

979-
11-

6244
-

357-
6

1  13 201812 7 정우락 10048123 1 2 신간 1 0.2857

2019년 국어 저서 1
한국고소설강

의
돌베개

9788
9719
9921

9
9380

0

1 573 201901 63 서혜은 10142846 1 2 신간 1 0.0317

2019년 국어 저서 2

대구감옥
127일, 그 고난
의 기록 : 국역
『흑산일록』

경북대학
교출판부

978-
89-

7180
-

517-
6

1  14 201902 1 정우락 10048123 1 2 신간 1 2

2019년 국어 저서 3
영남의 3.1운

동과 만주의 꿈
경북대학
교출판부

978-
89-

7180
-

516-
9

1  19 201902 7 정우락 10048123 1 2 신간 1 0.2857

2019년 국어 저서 4
방언을 지도에

입히다
민속원

 978-
89-

285-
1282

-9

  335 201903 13 김덕호 10035832 1 2 신간 1 0.1538

344-346



2019년 국어 저서 5

세계방언학의
풍경-여수 이상
규 교수 퇴임기

념논문집

태학사

9791
1639
5023

3

103,
736

201903 17
백두현,김

덕호

10027260
,1003583

2
2 2 신간 1 0.2352

2019년 국어 저서 6

도동서원 무성
서원(현풍곽씨
언간에 그려진
도동서원제 이

야기)

한국학중
앙연구원

출판부

9791
1586
6534

0

  151 201905 10 백두현 10027260 1 2 신간 1 0.2

2019년 국어 저서 7
대구 공간과 문

화어문학
역락

979-
11-

6244
-

402-
3

? 201906 11
정우락,최

은숙

10048123
,1013944

4
2 2 신간 1 0.3636

2019년 국어 저서 8
모순의 힘: 한
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경북대학
교출판부

978-
89-

7180
-

526-
8

1  1 201906 1 정우락 10048123 1 2 신간 1 2

2019년 국어 저서 9 회연서원
한국학중
앙연구원

출판부

9791
1586
6533

3

1  6 201906 4 정우락 10048123 1 2 신간 1 0.5

2019년 국어 저서 10
현풍곽씨언간
주해 증보판

역락

979-
11-

6244
-

407-
8

1 ? 201908 1 백두현 10027260 1 2 개정 0.6 1.2

345-346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8년 5.0853 2019년 6.97 총계 12.0553

외국어 저서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346-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