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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계획

실시 

및 

목표 

달성 

여부

실행
실행 

횟수
자체평가 및 평가요약

 사업단 인력 

현황 

1.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 사업단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 배출 계획

- 석사 12명, 박사 4명 계 

16명 배출

부분

달성

(박사 

달성,

석사

미달성)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확보

- 1학기 석사과정 17명, 박사과정 

21명, 합계 38명

- 2학기 석사과정 11명, 박사과정 

20명, 합계 31명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배출

- 석사 3명, 박사 2명, 합계 5명 

▪사업단 소속학과  대학원생 배출

-석사 1명, 박사 5명, 합계 6명

  사업신청서상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확보 및 배출 계

획과 2차년도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확보 및 배출 실적

이 부분적으로 일치함. 

-석사학위 배출 실적 목표 대비 42% 달성

-박사학위 배출 실적 목표 대비 150% 달성

교육과정 

혁신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
 실시

▪ <문화어문학연구> 개설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개설

▪심화 교과목 중 5개 교과목 개설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이수교과목이 신설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

함.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2014년 1학기에 <문화어문학연구>,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 2학기에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개설.

-문화어문학 관련 18개 심화 교과목 중 5개 교과목 개설.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강의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평가 결과 반영).

2. 투(TWO) 트랙 운영 체

계 구축
실시

▪학·석사 연계과정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 연계교과목 

개설·운영

-참여교수 학부생 졸업논문 지도를 

  학부생 대상으로 문화어문학 연계 교과목 안내-연계 교과목 

수강 학생 대학원 진학시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 우선

권 부여.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학부생 졸업 논문 지도 제도 정

1. 2차년도 계획 대비 실행 대조표

     (2차년도 사업 기간: 2014.3.1. ~ 2015.2.28.)



통한 우수 학생 확보 및 양성

-학부생 대상 BK21플러스 설명회

-참여대학원생-학부생 공동 세미나

▪석·박사 전문과정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

한 지도교수 개별 논문 지도 강화

비. 

  상대적으로 실무형 교육에 소홀하여,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 마련 중.

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

제≫ 실시
실시

 참여대학원생 6명 《공동지도교수

제》 실시
 대학원생 연구주제에 따라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

4.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

사운영내규≫ 및 ≪연구윤

리규정안내서≫ 구비 

실시
▪사업단 운영 규정 마련

▪연구윤리교육 강화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세칙>, <신진연구인력 활용 세칙>, <성과급 

지급 세칙>,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 마련· 홈페이지 게시.

-<연구윤리규정안내서> 구비

-연 2회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이수

-<학위논문연구> 강의 중 수강생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교육의 

국제화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신설
실시

▪2014년 1학기 <영문학술논문작

성법> 개설

▪매년 개설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의 개설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매년 개설 예정.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강의 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평가 결과 반영).

2. 해외 석학 초청 강연 

확대
실시 ▪해외 석학 초청 강연 3회 실시  3회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을 통해 해외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문

화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여 참여 인력의 국제적 감각

을 기름. 이러한 강연 개최는 사업단이 지향하는 교육 및 연

구의 국제화에 잘 부합함. 

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실시 ▪1차년도에 대학원 교과목으로 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을 개설하여 외국인 유



논문 작성법> 교과목 신설
성

▪2015년 1학기 개설 확정

학생의 학술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함. 이 교과목의 개설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유학생의 

자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릴 수 있음. 

4.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

원
실시

▪해외 단기연수 3회 실시

▪하얼빈 사범대학교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

학 연수”

▪하북대학교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

▪하와이대학교

“한·미 한국어문학 연구 동향과 전

망”

-2014년 3회의 해외 단기연수 실시

-해당 연수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감각 향상 및 연

구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었음.

5.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 지원
실시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

표 10건
10건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지원하여 참여대학원생

이 해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

록 함.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에 대한 지원은 사

업단의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교육 역량 

향상 

1. ≪우수학술논문상≫ 확

대 시행
실시

▪해당 연차 사업 종료 시점에 1년 

동안의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 중 

선발 

▪ 3편 선발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 동기

를 제고하고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술논문 작

성을 장려함.

2.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

그램 운영
실시

▪문화어문학 분야 전문가 초청 특

강 3회 실시
3회

 문화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

로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함.



3.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실시

▪2014년 상반기 실시

▪총 29명 지원

▪6편 선발(상장 및 1인 상금 20만

원)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 동기를 

제고하고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논문을 산출하는 

데 기여함.

4. 전공별 집담회 개최 실시

▪전공별 집담회 개최

-고전문학 12회, 현대문학 12회, 

국어학 12회 

36회

 전공별 집담회를 통해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 방

법을 모색하고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발표함. 이러한 전공

별 집담회는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사업

단이 추구하는 문화어문학 분야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함.  

5. 내·외국인 ≪쌍방향 멘

토제≫ 실시
실시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실

시 이후 공동 연구 성과 3편.

▪2014년 ≪쌍방향 멘토≫ 현황 4

팀 

연구 

성과

3편

  ≪쌍방향 멘토제≫는 내·외국인간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외

국학생들의 적응과 연구결과물의 국제화에 기여함.

6.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

영
실시

▪현장 학습 프로그램 3회 운영

-청량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남명문학 현장 학습

-지리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3회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과 협의하여 청량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진행.

-남명학연구원과 협의하여 남명문학 현장 학습 진행.

-경상대학교와 협의하여 지리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진

행.

-이러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고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및 현장과 연계된 

교육 방법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7. 대학원생 연구 실적
달성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1인당 환산편수 0.54편

▪소속학과 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

적

-1인당 환산편수 0.88편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논문 실적은 사업신청서상의 목

표치(0.7편)를 달성함.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또한 1차년도에 비해 향상되었

음.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학술대회 발표 실적

-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발

표 실적: 17편

-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

표 실적: 10편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여 실제 적용한 연구 성과를 

내기도 함. 

-국제학술대회에서 문화어문학의 아젠다와 부합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사업단이 지향하는 연구를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

련함.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시

▪신진연구인력 2인 확보(65쪽)

-박지애(고전문학, 계약교수)

-홍미주(국어학, 계약교수)

2명 

 1차년도 신진연구인력 2명을 평가제도에 따라 재임용함.신진

연구인력은 문화어문학 전공 집담회를 기획·진행하면서 대학

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함.

▪신진연구인력 연구 지원(65쪽)

-연구 공간 제공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 지원

-논문 게재료 지원

-연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2. 논문 1인당 1.6편 이상

-아젠다 유관 논문 1인당 

1편 이상

달성

(초과

달성)

▪신진연구인력 실적(65쪽)

-신진연구인력 논문 게재 실적: 3

편

-신진연구인력 학술 저서 실적: 3

편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수주 실적

  : 1과제, 9,000,000원 수주

환산편

수 

3.5편

  신진연구인력은 양적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 문학의 생성을 둘러싼 문화

적 토대 연구 등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함.

  특히 사업단의 아젠다와 연관성이 깊은 개인 연구를 진행하

고 있어, 사업단 연구의 편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함.

연구역량 

향상

1. 사업단 내 협력체계 구

축
실시

▪연구 분과 구분 및 분과별 책임

교수 선정(68쪽)

-⓵자료 조사 및 질서화, ⓶이론 

개발 및 연구, ⓷실용화 및 국제화 

연구 분과

 ⓵자료 조사 및 질서화, ⓶이론 개발 및 연구, ⓷실용화 및 

국제화 연구 분과를 구분하고 분과별 책임교수를 선정함.

  단장, 부단장, 분과별 책임교수, 신진연구인력으로 실무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현안을 논의하고 조율함.

 교내외 자체평가 위원의 1차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2차년도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2. 영남의 권역 설정과 이

를 고려한 연구 추진
실시

▪권역 설정과 연구 추진(69쪽)

-영남 동부 권역, 영남 서부 권역, 

영남 중부 권역으로 영남 권역 설

정

-권역에 따른 연구 추진에 따라 2차년도에는 영남의 동부 권

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의 특징과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학

술대회 개최(2014년 9월 27일, ‘청량산의 문화어문학적 발

견’).

-사업단 참여인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어문학의 문화 기반’ 

학술대회 기획 및 발표.

3.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

증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연 

2회)

- 전국 학술대회(연 1회)

실시

(초과

달성)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개최(71

쪽)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6회

-사업단 전국 학술대회: 1회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 

Ⅰ’

-사업단 국제 학술대회: 2회

 :제1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

화’

 :제2회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

9회

- 6회에 걸친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에서는 전공별로 문화어

문학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용하고자 시도함.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 Ⅰ’이라는 주제로 사업단 전

국 학술대회 개최하여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적

용해 보고자 함.

-제1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 제2회 ‘한국문학의 비교

문화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2차례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해외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이해하고, 

참여인력의 국제감각을 향상함.

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실시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활

동(80쪽)

-학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

-영남 지역 외부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

-학외 협력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에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함. 다양한 학외 기관과의 협

력 사업을 운영하고, 연구결과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

양한 외부 기관에서 강연을 함. 

-영남 지역 외부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각 지역의 문화원

과 문학관 등과 상호 교류 및 협력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구

광역시 서구문화원과 경상북도 상주문화원과 MOU를 체결함. 

-이를 통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업단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함.

참여 교수 

연구 실적 

1.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88

쪽)

 : 19과제, 1,422,727,000원 수주

 참여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지역어문학 자료를 구

축하고 질서화하거나 지역어문학 자산을 콘텐츠로 가공하여 

실용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본 사업단의 아젠다 및 연구 추진 

단계와 연관성이 깊음.



2. 참여교수 논문 게재 실

적(국내): 참여교수 1인당 

2편 달성

(초과

달성)

▪참여교수 연구 실적(89쪽)

-참여교수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28편  

-참여교수 학술 저서 발간 실적: 7

권

1인당 

환산편

수: 6편

 참여교수 1인당 약 6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목표를 초과 달

성함.

 영남지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현실

에서의 언어 사용을 살펴본 연구들은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함.

3. 참여교수 학술 저서 발

간 실적

*저서 1편당 논문 200%로 

환산

4. 참여 교수 연구 실적 

평가 제도 도입
실시

▪참여 교수 연구 실적 평가에 따

른 성과급 지급(92쪽)

 <성과급 지급 세칙>에 따라 연도별 사업 종료 시점에서 참

여교수의 실적을 평가한 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 이에 따

라 2015년 2월에 2차년도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평가 및 성과

급 지급이 진행됨. 

연구의 

국제화 

1.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

문 게재 및 저술 활동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2

편

미달성

(게재 

확정 

통보 

받음)

▪해당 기간 참여교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0편(93쪽)

<참고>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Dialectologia에 투고한 논문 게재 

확정(2016년 1월 발간 예정)

 2차년도에는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없으나, 2차년도 

상반기에 투고한 참여교수 논문 1편이 게재 확정 통보 받음

(2014년 6월 10일에 게재 확정, 2016년 1월 발간 예정). 

2. 참여교수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5편

달성

▪참여교수 국제 학술대회 발표(93

쪽)

-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국제학술

대회: 2편

-기타 국제 학술대회: 6편 

8편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는 ‘지역 어문학의 세계화’라

는 본 사업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기여함.

3. 국제 연구 활동 강화 

계획
실시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

크 구축(95쪽)

-이탈리아 Vincenza D’Urso(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 교수와 지속적으로 학술 교류함. 

-Vincenza D’Urso 교수와 참여교수 백두현은 공동연구

(Beautiful Like Silk: Kinyŏ Literary Activities in Late 

Chosŏn Korea)를 계획하고 국제교류재단에 공동연구계획서

를 제출하였음.

-중국  哈尔滨师范大学 东方语言文化学院과 학술 교류를 지

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중국 河北大学와 2014년 하반기에 단기연수 논의하고 연수 

시행함(10월 23일~27일).

-미국 East Asian Language & Literatures, University of 

Hawaii와 논의하여 단기연수 시행함(11월 4일~9일).

-일본 富山大學 방문하여 학술 교류 논의함.

-인도네시아 UNIVERSITAS GADJAH MADA와 교류 논의함.

-미국 Harvard University의 Korea Institute의 Kim, 

Sun-ju 소장과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함.

-뉴질랜드 The University of Auckland의 Changzoo Song

 교수와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함.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지원(97쪽)

 미국 Harvard University, 이탈리아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일본의 日本国立国語研究所와 日本女

子大学, 뉴질랜드 The University of Auckland, 중국 山东

大学, 河北大學 등의 해외 학자와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을 

다수 진행함. 이를 통해 사업단 연구결과물의 세계화에 기여

하고, 사업단 인력의 국제적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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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번 성명 학위과정 입학년월일 생년월일 장학금 지원여부

1 김해영 석사 20130901 미지원

2 박지수 석사 20130302 미지원

3 박현숙 석사 20130302 미지원

4 장유정 석사 20130302 지원

5 전설련 석사 20130901 미지원

6 정용훈 석사 20130901 지원

7 친샤 석사 20130901 미지원

8 타무라미카 석사 20130302 미지원

9 강유정 석사 20120901 미지원

10 송지아 석사 20120901 미지원

2. 사업단 인력 현황

1)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현황

과 제 명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참여교수 7명

신진연구인력 계약교수 2명

참여대학원생

2014년 1학기 2014년 2학기

석사과정 17명, 박사과정 21명 합계 38명 석사과정 11명, 박사과정 20명 합계 31명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석사과정 6명, 박사과정 8명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석사과정 4명, 박사과정 11명

내국인 27명 내국인 24명

외국인 11명 외국인 7명

2) 참여대학원생 확보 실적

(1) 2014년 1학기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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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성희 석사 20120901 미지원

12 짱찬 석사 20120901 미지원

13 황명환 석사 20110302 지원

14 전계성 석사 20140303 미지원

15 김소연 석사 20140303 지원

16 이하림 석사 20140303 지원
(자퇴)

17 이철희 석사 20140303 지원

18 정해연 박사 20140303 미지원

19 김명주 박사 20140302 미지원

20 김분청 박사 20130302 미지원

21 김예니 박사 20130302 지원

22 서은영 박사 20130302 지원

23 손증상 박사 20130302 지원

24 윤지혜 박사 20130302 미지원

25 이수진 박사 20130302 미지원

26 최은주 박사 20130302 미지원

27 아프잘아흐메
드칸 박사 20130302 미지원

28 서정현 박사 20120302 지원

29 김지혜 박사 20110302 지원

30 티엔즈윈 박사 20130902 미지원

31 우수영 박사 20110302 지원

32 김종구 박사 20080303 지원

33 정의철 박사 20140303 미지원

34 쭈즈훼이 박사 20140303 미지원

35 제갈덕주 박사 20140303 지원

36 위원징 박사 20110302 미지원

37 현영희 박사 20100302 미지원

38 여상임 박사 20010302 미지원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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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번 성명 학위과정 입학년월일 생년월일 장학금 지원여부

1 손증상 박사 20130302 미지원

2 칸앞잘아흐메
드 박사 20130302 미지원

3 티엔즈윈 박사 20130902 미지원

4 서은영 박사 20130302 미지원

5 정해연 박사 20140303 미지원

6 탄나나 박사 20120302 미지원

7 김명주 박사 20140303 미지원

8 최은주 박사 20130302 미지원

9 량짜오 박사 20140901 미지원

10 제갈덕주 박사 20140303 지원

11 윤지혜 박사 20130302 지원

12 우수영 박사 20110302 지원

13 이수진 박사 20130302 지원

14 정의철 박사 20140303 지원

15 김지혜 박사 20110302 지원

16 김예니 박사 20130302 지원

17 김분청 박사 20130302 지원

18 서정현 박사 20120302 지원

19 김나혜 박사 20110302 지원

20 손유진 박사 20110302 지원

21 박지수 석사 20130302 미지원

22 왕하오 석사 20140901 미지원

23 정용훈 석사 20130901 미지원

24 이민주 석사 20140901 미지원

25 전설련 석사 20130901 미지원

26 황명환 석사 20110302 미지원

27 김소연 석사 20140303 미지원

28 이철희 석사 20140303 지원

29 김동현 석사 20120302 지원

30 전계성 석사 20140303 지원

31 장유정 석사 20130302 지원

(2) 2014년 2학기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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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학원생 및 기타대학원생 배출 실적

(1)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

연번 이름 대학 학과 학위 졸업년월

1 송지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4.8.

2 위원징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4.8.

3 이수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5.2.

4 짱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5.2.

5 탄나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5.2.

(2) 기타대학원생 배출 실적

연번 이름 대학 학과 학위 졸업년월

1 량쟈오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4.8.

2 왕옌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4.8.

3 김경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4.8.

4 정연정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4.8.

5 손대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5.2.

6 염철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5.2.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은 2차년도에 석사 3명, 박사 2명, 합계 5명의 참여대학원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소속학과의 미참여대

학원생 중에서는 석사 2명, 박사 4명 합계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본 사업단이 신청서에 명시한 소속학과 대

학원생 배출 계획(2차년도)는 석사 12명, 박사 4명이었다. 석사학위 배출 실적은 목표 대비 42%를 달성하였으며,

박사학위 배출 실적은 목표 대비 150%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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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대학원생 및 기타대학원생 취업 실적

(1) 참여대학원생 취업 실적

연번 이름 대학 학과 학위 취업

1 송지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이유어학원 강사

2 위원징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중국 한국어학원 강사

3 배준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해외취업(하얼빈 사범대학 동방어언학부 한국어교수)

2015.3.1. 발령

4 이수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2) 기타대학원생 취업 실적

연번 이름 대학 학과 학위 취업

1 서혜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2014.3.1. 발령

2 송지혜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조교수

2014.9.1. 발령

3 안미애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조교수

2014.9.1. 발령

4 이윤선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2014.9.1. 발령

5 신하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2015.2. 발령

6 손대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

2015.3.1. 발령

7 최은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조교수

2015.3.1. 발령

8 량쟈오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9 김경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중등학교 교사

10 염철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조교수

2011.3.1. 발령

참여대학원생 취업 실적에 대한 평가

2차년도에는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4명의 졸업생이 취업하였다. 이 중 2명은 국외 취업, 1명은 국내 취업, 1

명은 국내진학(박사과정 진학)이다. 특히 1명은 본 사업단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하얼빈 사범대학의 한국어교사로

취업하여 인적 교류의 폭을 확대하였다. 소속학과의 기타대학원생 취업 실적을 살펴보면, 2차년도 한 해 동안 모두

10명의 졸업생이 취업하였으며, 이 중 8명의 졸업생이 연구기관 및 대학으로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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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및 목적

3. 교육과정 혁신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①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교과목

-

과정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 소개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Cultural Language and Literature)
3

‘문화어문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어문학 연구

의 방법론적 혁신을 위한 이론을 탐구한다. 이 강좌를 통해

한국어문학이 부딪힌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태도를갖게한다.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Fieldwork of Cultural Language 

and Literature)

3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현장과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거나, 문화산업 및 지역어문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듣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사

영남지역 어문학연구

( Cultural Language and Literature 

of Yeongnam province)

3

지역어문학이지닌의미와가치를이해함으로써한국어문학의내

적보편성과지역적특수성을동시에구명하여한국문화발전에대

한시각을확장한다.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

Cultural Content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

한국어문학의문화콘텐츠개발을위한이론학습과실습을통해어

문학의풍요로운자산을(디지털)문화콘텐츠화하는안목과실무능

력을배양한다.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Academic papers in English

Cartography)

2

글로벌시대를맞이하여국제학술지나영문학술지에논문을제출

할수있도록<영문학술논문작성법>을강의하여영문학술논문작

성능력을기른다.

한국어논문작성법

(Academic papers in Korean

Cartography)

2

외국인유학생들의한국어논문작성능력을배양하여학술문장

기술능력을향상시킬수있다.외국인유학생의학술문장기술능

력배양은본사업단의연구결과물을유학생자국어로번역할수있

는능력을갖추도록지도함으로써 본사업단의세계화지향에일조

할수있다.

②2014년 개설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교과목 강의계획서

-<문화어문학연구>(2014년 1학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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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다음의 목적을 지닌다.

1) 인문학 내지 어문학에 대한 위기적 상황 인식

2)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 단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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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및 참고문헌

과제 및 평가방법

주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과제 및 연구문제 교재 및 참고자료 비고

1
강좌 성격 및 수업방식 

안내 

왜 ‘문화어문학’

인가

강의 내용 및 일정

3)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배경

4)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모색

(교재)

백원담, 인문학의 위기, 푸른숲, 1999.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지와사랑, 2009. 

아야베 쓰네오 엮음(이종원 옮김),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5.

피터 버크(조한욱 옮김), 문화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05.

위르겐 슐룸봄 편(백승종 외 옮김), 미시사와 거시사, 궁리출판, 2001.

김기봉, ‘역사란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2000.

카를로 진즈부르그(김정하 외 옮김), 치즈와 구더기, 문학과지성사, 2001.

국제어문학회, 국어국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전망, 보고사, 2007.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참고문헌)

월터J.옹(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에른스트카시러(박완규 옮김), 문화과학의 논리, 도서출판 길, 2007.

소두영, 문화기호학,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5.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도서출판 아르케, 2004. 

박장순, 문화콘텐츠학 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김만수, 문화콘텐츠 유형론, 글누림, 2006. 

김영순 외, 문화콘텐츠학의 탄생, 다할미디어, 2005.

김평수 외, 문화콘텐츠 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편집부 편, 국문학 연구 50년, 혜안, 2003.

편집부 편, 국어학 연구 50년, 혜안, 2003.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연구 60년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160, 2012.

(과제)

1) 교재 요약, 비판 후 대안 제시

2)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 제출

(평가방법)

1) 발표 : 매 시간 할당된 부분을 발표

2) 과제 : 학기말에 논문으로 제출

3) 평가비율 : 세미나 45% 과제 45% 출석 1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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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학 전반의 위기에 

대한 자각

인문학이 사회에서 소외된 

원인 진단

인문학의 위기

통합의 인문학

3
한국어문학의 위기에 

대한 자각

한국어문학이 사회에서 

소외된 원인 진단

｢인문학의 위기와 

현대문학의 나아갈 방향｣

｢21세기를 위한 고전문학의 

길｣

｢인문학 위기 속에서 국어학 

교육의 미래｣

4 문화를 보는 이론들
공시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이해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5 문화사에 대한 이해 방식
통시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이해
문화사란 무엇인가?

6 미시사와 거시사
문화를 보는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
미시사와 거시사

7 신문화사에 대하여
공시적·통시적 측면에서의 

문화 이해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8
신문화사와 생활사

(서양의 경우)

생활사적 관점에서의 

신문화사(1)
치즈와 구더기 외부 전문가 특강

9
신문화사와 생활사

(한국의 경우)

생활사적 관점에서의 

신문화사(2)
조선시대생활사

10
한국어문학의 

문화론적 모색(1)
교재 발제 및 토론(문학)

국어국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전망

11
한국어문학의 

문화론적 모색(2)
교재 발제 및 토론(국어학)

국어국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전망

12 문화어문학 세미나(1)
고전문학 분야의 

문화어문학

고전문학 

BK학술교수 참여

13 문화어문학 세미나(2)
현대문학 분야의 

문화어문학

현대문학 

BK학술교수 참여

14 문화어문학 세미나(3) 국어학 분야의 문화어문학
국어학 

BK학술교수 참여

15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현장 이해

-영남지역 답사

-자료집 제작

사업단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참여

강의개요 및 목적

교재 및 참고문헌

과제 및 평가방법

-<영문학술논문작성법>(2014년 1학기 개설)

Students will develop writing competence which will enable them to create and present slides, business 

letters, and essays with a given topic.

Pertinent handouts will be given throughout the course.

There will be three formal writing assignments which the students will accomplish during the course.  

The professor will edit their draft, which they will rewrite and discuss with their classmat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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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및 일정

주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과제 및 연구문제

1

Cover basic English grammar with type 5 

sentence structures with concentration on 

type 2 and type 5 sente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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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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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will from time to time show the slides and read the finished product of their business letters 

and essays to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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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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개요 및 목적

교재 및 참고문헌

과제 및 평가방법

주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 비고

1 강의의 해제 소개

강의 내용 및 일정

-<영남지역어문학연구>(2014년 2학기 개설)

  본 강의는 지역(문화)어문학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문화)어문학의 내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구명하여 한국 문화 발전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영

남지역의 어문학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박현수, 전통시학의 새로운 탄생, 경북대출판부, 2013.

  라명재, 천도교경전 공부하기, 모시는사람들, 2013. 

(과제)

매시간 자료 발제

(평가방법)

논문 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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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사상과 문화 이론의 가능성 Ⅰ

3 전통사상과 문화 이론의 가능성 Ⅱ

4
영남지역사상의 이해(동학)

-동학의 역사

5
영남지역사상의 이해(동학)

-동학의 사상1

6
영남지역사상의 이해(동학)

-동학의 사상2

7
영남지역사상의 이해(동학)

-동학의 사상3

8
영남지역사상의 이해(동학)

-동학의 사상4

9
영남지역사상의 이해(동학)

-동학의 사상5

10 영남지역사상의 문화이론적 탐색 1

11 영남지역사상의 문화이론적 탐색2

12 논문발표

13 논문발표

14 논문발표

15 논문발표

안녕하십니까? 

BK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수강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 강의평

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하고자 하니, 수강생들은 강의와 관

련한 의견을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개설학기: 2014년 2학기

[문항1～문항7]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2)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자체 강의평가 실시

-강의평가 홈페이지 공개

-담당교수 강의평가 결과지 작성

-강의평가 결과 반영을 통한 강의 운영의 내실화 도모 

① 강의평가 설문지-<영남지역어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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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 1. 문항 1. 이 수업은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이라는 사업단의 아젠다를 수행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 2.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다. 

문항 3.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문항 4. 문항 4. 수업 진행 방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문항 5. 과제, 보고서, 시험 등이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문항 6. 명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으로 성적이 산출되었다.  

문항 7.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였다.

[문항8～문항10] 해당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문항 8. 이 수업에서 인상 깊고 유익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문항 9. 이 수업에 대해 교수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문항 10. 이 수업과 관련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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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명: 문화어문학

2. 담당 교수: 정우락

3. 강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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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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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문학 내지 어문학에 대한 위기적 상황 인식

2)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단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배경

4)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모색

4. 평가: 

  문화어문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장점 1) 전공이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상호 소통

       2)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문화이론을 폭넓게 섭렵

       3) 강의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의 활성화

  단점 1) 전공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시간이 부족함

       2) 새로운 수업 모델로 인해 수업 적응에 다소의 시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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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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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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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의홈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어문학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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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공 내적 소통, 여타 학문분과와의 소통이라는 본 과목의 성격을 더욱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개

방적 사유를 갖도록 유도함

  6) 학기 후반에 개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이때 발표논문에 수업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

도록 하고, 이를 전문 학술지에 실을 수 있도록 유도함

1.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반응 또는 평가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충 알고 있었던 영어문장 지식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

이 제일로 큰 성과였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이해한 후에 왜 어떤 형식의 동사를 사용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영어문장을 해석만 했던 경지에서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 그

것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 제일 큰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많이 쓰이는 관계대명사, 분사 구

문,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동명사, 가정법, 도치 등등의 기본적인 이해는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

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읽기는 물론 쓰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② 담당교수 강의평가 결과지

-<문화어문학>(담당교수 정우락)

-<영문학술논문작성법>(담당교수 전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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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의 목표는 달성을 했고 특히나 처음에 계획했던 강의 syllabus 는 적절했고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강의 

속도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서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주된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썼고 그것을 모든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주

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와 다르게 쓰는 다른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고 강사에게는 학생들 이

해여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혼자 집에서 써온 것을 제출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영어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였기에 학생과 강사 모두가 

만족했던 과정이었습니다.

2. 학생이 어려워하거나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국학생에게 가장 어려운 a, the 같은 관사를 매시간 마다 다뤘지만 완전히 습득하기에 한 학기는 조금 짧은 생

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영어문법에 의해서 강의가 이뤄졌기에 표현 방법 즉 같은 표현을 영어권 사람처럼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우기에 한 학기는 짧았습니다. 또한 한국학생에게 어려웠던 복수 단수의 개념은 아직도 더 

보충을 해야 하고 ( 예: most student 가 아니고 most students 사용해야함. 그리고 most of a student 가 아니

고 most of the students를 사용해야함 ) 시제의 개념 ( 특히 should have pp, may have pp 등 )을 다루긴 했

지만 연습이 부족한 듯,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선지 학과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은 다음 단

계의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를 표현 했습니다. 또한 이 강의 계획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영어문장을 쓸 때 가

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영어단어인데 학생들은 이 단어선택을 미숙하게 했고 그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몇몇 학생은 영어의 기본적인 이해가 턱없이 부족해서 특별강의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발 맞

춰 가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3. 강의 개설 시 보완할 부분이나 변경 부분(수업 내용이나 수업 방식, 과제 등 수업 전반에 대해)

  수업 내용이나 수업 방식, 수업 전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숙제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많은 학

생들의 참여로 좋은 반응을 보여서 문제가 없었는데 학생들의 수준 차이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강의계획서는 

학생들이 영어 문장의 기초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위에 쓰여 있듯이 몇몇 학생은 강의가 끝날 때

까지 뒤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치고사나 혹은 사전에 간단한 테스트 같은 것이 통하여 뒤 떨어진 학생들을 

위하여 사전에 적어도 4시간 아님 6시간 특강이 있다면 유용했을 듯합니다. 또한 진보된 학생들은 어느 단계까지 

왔지만 나머지 보충을 위하여 그 다음 단계를 통해 영어를 계속 할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1. 과목명: 영남지역어문학연구

2. 담당 교수: 박현수

3. 강의목적:

 본 강의는 지역(문화)어문학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문화)어문학의 내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을 동시에 구명하여 한국 문화 발전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

히 영남지역의 어문학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평가: 

  장점 1) 영남지역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이해의 편폭 확대

       2) 세부전공 수업에서 배우기 힘든 사상과 연구방법론 섭렵

  단점 1) 기초 지식의 부족으로 수업 내용을 습득하는 데 있어 시간 부족

       2) 전공과 연계하여 연구방법론 적용의 어려움

       

5.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영남지역어문학연구>(담당교수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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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운영 교과목표>

연번 과정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1 박사 문화론 연구  Studies in Theory of Culture 3

2 석사 한국어문화론연구  Study in Korean Language Culture 3

3 석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Study in Contents of Korean Language Culture 3

4 박사 국어문화자원연구  Study in Resources of Korean Language Culture 3

5 석사 국어자료처리연구   Study in Processing of Korean Dat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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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석사 한국고전문학배경론   Studies in Korean Classic Literary Background  3

8 석사 판소리계소설론  The subject of study on Pansori novels 3

9 석사 사회언어학연구   Study in Sociolinguistics in Korean  3

10 석사 국어방언론연구1   Korean Dialectology1  3

11 박사 국어방언론연구2   Korean Dialetology2  3

12 박사 국어정책론연구  Study in Korean Language Policy 3

13 박사 한국문학문헌연구   Study of Korean Literary Text  3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세부전공간의단절을극복하면서사업단이지향하는인력양성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한

국어문학의문화론적접근을위한공통이수과목을 개설하였다. 2014년 1학기에는 <문화어문학연구>, <영문학술논문

작성법>이 2014년 2학기에는 <영남지역어문학연구>가 개설되었다. 특히 <문화어문학연구> 및 <영문학술논문작성

법>은 ‘참여대학원생 수강 권장 지침’에 따라 BK21플러스사업 참여대학원생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는 강의평가를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사업단이 2014년에 개설한 <문화어문학>과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영남지역어문학연

구>에 대해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담당교수가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강의평가는 사업단 홈페이

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강의평가를 통해 향후 개설 예정인 동일 교과목의 강의 운영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강의 평가를 통해 교과목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이러한 교과목 운영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1) 전공 융합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도

  2) 전공과 연계하여 연구방법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발표 및 피드백

  3) 학기 마무리 시점에 수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인의 논문을 완성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함.

(3)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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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사 한국민요연구   Study of Korean Folksongs  3

15 박사 국어정보학연구  Study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3

16 박사 한국무가연구   Studies in Korean Shaman-Songs  3

17 박사 한국구비문학연구   Studies in Korean Oral-Literature  3

18 박사 사전편찬학연구   Studies in Lexicography  3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에 대한 평가

강좌번호 강좌명 담당교수

KORL741001 한국고전문학배경론 정우락

KORL750001 국어문화콘텐츠연구 김덕호

KORL753001 문화어문학연구 정우락

KORL80200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브랜, 윤화 전

KORL966001 한국구비문학연구 김기현

KORL969001 사전편찬학연구 남길임

KORL971001 국어정책론연구 김덕호

KORL955001 영남지역어문학연구 박현수

  문화어문학교육과연구를위해신설되는5개의교과목외에현재운영되고있는교과목중문화어문학유관과목을심

화교과목으로편성하여,사업단소속대학원생들이신설교과목과심화교과목을통해연구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하였

다.이들 심화 교과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으로, 본 학과에서 꾸준히 문화어문학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

여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14년에는 분야별 심화 교과목 중 <한국고전문학배경론>, <국어문화콘텐츠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사전편

찬학연구>, <국어정책론연구>가 개설되었다. 따라서 2차년도에는 신규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을 포함하여 모두 8개

의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2014년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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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학기

졸업자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이소영
에듀테인먼트, 스토리텔링마케팅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국어국문학 진로확장 가능성

-스토리텔링과 타 분야의 시너지
김재석

김영록 컨텐츠 제작시의 반면교사로서 활용하기 위한 김치 전사(Kimchi Warrior)비판

순 스딴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사 용법에 대한 비교-‘와/과’ 중심으로

남길임

한 진미엔 한중 (인터넷)신조어-(MM/GG, JJ; 검은돈/참여행/셀카-한국 신조어와 결합 분석

김민주 임화의 시 연구-‘네거리의 순이’를 중심으로 박현수

2014년 2학기

졸업자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김혜수 인터넷 사용 실태를 통해 본 ‘거라’ 규칙활용의 분포양상과 의미
백두현

양아림 한국어교재 분석-‘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 초급’을 중심으로

2)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

-‘학·석사 연계 과정 / 석·박사 전문 과정’ 두 개의 트랙 운영 

⓵ 학·석사 연계 과정 

-목적: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양성

-관련 규정: 경북대학교 학·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운영규정

-사업단 내부 규정: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 수강 학생 대학원 진학 시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 

우선권 부여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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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의 학부생 졸업논문 지도를 통한 우수 학생 확보 및 양성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공동 세미나 진행

-2014년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별 수강생 현황

연번 과목 담당교수 수강자 수

1 비교문학 정혜영 53명

2 한국구비문학 김기현 17명

3 한국문학사상론 손유진 12명

4 한글문헌의 이해 백두현 16명

-2차년도 참여교수 학부생 졸업논문 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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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나타난 어두파열음 평음의 발음차이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 VOT와 포먼트추이를 중심으로 -

김예현
드라마의 생존 전략, ‘공감의 창작’ 리메이크 

-2013 TV드라마 <직장의 신>과 <수상한 가정부>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석신지현 세계 속 마당극의 위치와 가능성

이한솔 1970~80현대 희곡에 나타난 기독교 이미지의 극적 구현 양상 연구

정희제
문학 근간(根幹) 이론 

- 문근과 문간의 설정에 기초한 새로운 문학 연구 방법론 모색 -

김주현황민 일제강점기 소설에 수용된 설화의 양상과 그 의미

권진욱
이문열과 전상국의 소설 비교 연구 

- 근대의 수용과 인식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

김우성
정도전의 <금납잡제> 

- 조선건국의 시발점이 된 문학 -

정우락서효정
야담의 시대적 전개 양상 

- 단순 기록에서 소설로의 변화 -

짱야원 최치원 한시 연구

박서동 근대화기 시가문학 연구

박현수이은지
백석의 시 세계 연구 

- 모더니즘과 현실의식을 중심으로 -

이동경 박경희 ‘벚꽃문신’ 연구

정서희 ‘-X지다’의 이형태와 기본형에 대한 연구

남길임여현주
접미사 ‘-족’의 실현 변화에 대한 연구 

- ‘-족’과 결합한 신조어를 중심으로 -

리 위에 한국어 ‘을/를’과 중국어 어순&把구문 비교

김태우
문화관광지 개발을 위한 공간 스코리텔링 방법론 연구 

- 대구경북지역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

김덕호배은혜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농경 어휘에 드러난 방언형의 실현 양상

서안나
한국어교육과 문화의 연계 발전 방향 

-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변화 양상 연구를 토대로 -

-학부생 대상 BK21플러스 사업 설명회 개최

▪연 2회 국어국문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BK21플러스 사업 설명회 개최

▪목적: BK21플러스 사업 및 대학원에 대한 학부생의 이해력 제고를 통한 학·석사 연계 강화

▪2차년도 제1차 설명회 일시: 2014년 10월 8일 16:15~

▪참석대상: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및 타학과 학부생 

▪당일 설명회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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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조사 내용 조사자

전통

방언

어휘: 농사, 식물, 동물 안주현, 전영곤, 조민기 

어휘: 인체, 인륜 김예니, 장유정, 성호정

문법, 음식 어휘 백두현, 홍미주, 정성희

-참여대학원생-학부생 공동 세미나 1

▪ 영천 지역의 언어와 언어문화 공동 조사 및 세미나

▪ 공동조사 일시: 2014년 8월 14일-15일

▪ 조사장소: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 조사자: 참여교수 백두현, 계약교수 홍미주, 참여대학원생 다수(김예니, 김명주, 정성희, 장유정), 학부생 이재섭(3학

년) 강한나(3학년) 성호정(2학년) 조민기(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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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학․석사연계전공을통한실무인력양성과정과 석․박사문화어문학전문연구인력양성과정이라는 

2개의 트랙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투(TWO) 트랙 운영은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공과 관련된 전문 능력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며,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

학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운영 체계이다. 특히 석․박사문화어문학전문연구인력양성과정은 

문화어문학과 연관성이 높은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본 사

업단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차년도에는 문화어문학 관련 연계 4개 교과목을 학부과정에 개설하여, 학부생들이 문화어문학에 관심을 가질 

강좌번호 강좌명 과목 담당 참여교수 개설학기

KORL799002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남길임 1학기

KORL799004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정우락 1학기

KORL799006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덕호 1학기

KORL799007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백두현 1학기

KORL999001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남길임 1학기

KORL999002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주현 1학기

KORL799003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주현 2학기

KORL999003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재석 2학기

KORL999005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남길임 2학기

KORL999008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백두현 2학기

KORL999009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정우락 2학기

음운 이갑진, 김명주, 강한나

공공

언어

간판, 공공목적 현수막, 문화재 안내문

해설문
송지혜, 안미애, 배준영

생활

언어
전통 지명 및 현대 거리명, 주소, 명칭어 조사 배준영, 이재섭

언어

의식
지역어 및 표준어에 대한 인식, 언어 사용 및 언어 행동에 대한 인식 등 조사 홍미주, 강한나

⓶ 석·박사 전문 과정

-목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

-<학위논문연구> 수업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문화어문학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작성 지도

-<학위논문연구> 수업에서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의

-2차년도 참여교수 <학위논문연구> 수업 개설 현황



- 21 -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

함을 BK21플러스 사업 설명회를 통해 학부생들에게 안내하였다. 또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 학부생 졸업 논

문 지도 제도를 정비하였다. 학부생들이 졸업 논문 주제를 제출하면, 제출된 주제에 따라 학부 논문 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실질적인 논문 지도를 진행하였다. 

  석·박사 전문과정에서는 <학위논문지도> 수업을 정비하여, <학위논문지도> 수업에서는 연구윤리교육과 문화어문

학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투 트랙 운영 체계는 문화어문학 연구 역량을 가진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이후 문화어문학 연구를 실천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에 대한 평가

참여대학원생 책임 지도교수 공동 지도교수 연구 주제

김나혜(고전문학 전공/박사과정)
정우락

(고전문학)

백두현

(국어학)
영남지역 필사본 고전 소설 연구

전설련(고전문학 전공/석사과정)
정우락

(고전문학)

김주현

(현대문학)

20세기 초반 만주 이주 영남 출신 

지식인의 한시 연구 

김지혜(현대문학 전공/박사과정)
박현수

(현대문학)

정우락

(고전문학)
유학 사상에 기반한 현대시 연구

  학과내전공간장벽을뛰어넘는융․복합의창의적인재를육성하기 위하여 전공간《공동지도교수제》를운영하고 있

다.문화어문학관련논문을작성하는학생에대해핵심전공을지도하는책임지도교수와논문내용과관련성이있는다른

전공교수를공동지도교수로위촉함으로써융합적방법을살린창의적논문이산출되도록지도하고 있다.

  1차년도(2013년)와 2차년도 상반기(2014년 상반기)에는 참여대학원생 3인에 대해 《공동지도교수제》를운영하였

다.

  

참여대학원생 책임 지도교수 공동 지도교수

정성희(국어학 전공/ 석사 과정) 백두현 남길임

강유정(현대문학 전공/ 석사 과정) 김주현 박현수

배준영(국어학 전공/ 박사 과정) 백두현 김덕호

  

  1차년도와 2차년도 상반기에는 같은 전공의 교수가 공동지도로 위촉되어 학생의 논문지도를 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전공의 교수를 공동지도 교수로 위촉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융합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차년도 상반기에는 공동지도 교수제 운영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2014년 하반기에는 3명

의 학생이 다른 전공의 교수 지도를 받고 있다. 사업단은 앞으로 더욱 공동지도교수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힘쓰고, 대상 대학원생의 수를 점차 늘리도록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현황

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

4) 사업단 운영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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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세칙> 마련

-<신진연구인력 활용 세칙> 마련

-<성과급 지급 세칙> 마련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 마련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세칙>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약칭 사업

단)의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장학금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자격)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을 말하며,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은 다음과 같

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서,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4년이 지나

지 않은 박사과정생이어야 한다.

2)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3)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초과의 강의를 하는 자는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없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1)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

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모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4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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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사과정생은 월 6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은 월 100만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은 6개월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사업단이 정한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1) 지원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항목

  과정
성적

논문 게재 

실적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

계획서

교육 및 

연구 수행 

능력국내 국제

석사과정 신입생 학부과정 성적 20% 30% 50%

석사과정생 직전학기 성적 20% 5% 15% 30% 30%

박사과정 신입생 석사과정 성적 10% 20% 10% 20% 10% 30%

박사과정생 직전학기 성적 10% 20% 10% 20% 10% 30%

평가방식 정량 정량 정량 정성 정성

가. 참여대학원생은 지원 시점에서 최근 1년간의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및 저서 실적 증빙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논문 게재 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논문만을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 공동 논문의 경우 2인 50%, 3인 30%, 4인 이상 25%로 인정한다.

라. 학술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논문 200%, 공동저서의 경우 참여 인원(n)에 따라 1/n의 비율로 인정한다.

마. 동일 논문이 학술지와 저서에 수록되었을 경우에는, 논문과 저서 중 택일하여 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가. 매년 2월과 8월 말에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학원생 모집을 공고한다.

나. 연구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이 정한 선발기준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단장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최종 선발한다. 

5) 지원대학원생의 취업, 휴학, 기타 사유로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의 장학금을 미지급한다.

제5조(지원대학원생 의무) 지원대학원생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단이 정한 학술 실적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은 지원 시작 시점에 사업단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의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은 선발된 이후 1년 이내에 학술논문을 등재(후보)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이 발표 의무 편수는 6개월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생의 경우 0.5편, 박사과정생의 경우 1편으로 한다.

2) 지원대학원생은 지원 시작 후 박사과정 1년 이내, 석사과정 1.5년 이내에 학술 실적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사

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단이 정한 학술 실적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지 못한 지원대학원생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참여대학원생 학술지원) 참여대학원생은 교육과 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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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대학원생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장·단기 해외연수를 희망할 경우,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 

절차 및 선발 기준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과 사업단이 정한 ｢국제화경비 운영 

세칙｣에 따른다.

2) 참여대학원생은 등재(후보)지에 한해 사업단이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술지 논문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3) 참여대학원생은 교육과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내 여비는 대학이 정한 여비 규정에 

따르며, 사업단이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4) 참여대학원생은 <우수학술논문상>과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 절차 및 

선발기준과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단이 정한 ｢성과급 지급 세칙｣에 따른다.

제7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진연구인력 활용 세칙>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북대학교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약칭 사업단)의 계약교

수 및 박사후과정생의 선발과 임용, 활용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정의) 이 세칙의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자격) 

1.계약교수

 1)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기준으로 A&HCI, SSCI, SCI(SCIE 포함)급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

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저서 및 역주서는 논문 100%로 인정함)

2. 박사후과정생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기준으로 A&HCI, SSCI, SCI(SCIE 포함)급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

재단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저서 및 역주서는 논문 100%로 인정함)

제4조(선발 절차) 

1) 신진연구인력은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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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단계 2단계

심사항목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전공분야 

경력 및 활동

신진연구인력으로서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

(면접 및 연구계획서 평가)

배점 20점 40점 15점 25점

2) 신진연구인력 채용 심사위원은 사업단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심사 단계 및 단계별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보수)

1.신진연구인력에게는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한다.

2. 법정 부담금(4대보험)을 지급하며 임용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1년마다 보수 월액의 1월분을 퇴직급

여로 적립하여 지급한다.

3. 보수지급일은 경북대학교 보수 지급일을 준용한다.

제6조(임용) 

1.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2.신진연구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경북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 <경북대학교 박사후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

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7조(자격 및 의무) 

1.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신진연구인력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강의를 할 수 있다. 

   1) 계약교수는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

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2)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

당 주 6시간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

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단 내 교육·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

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에서 정한 학술 실적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1) 신진연구인력은 당해 사업 연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300%를 게재하여야 한다.

   2) 저서와 역주서는 논문 200%로 인정한다.

   3) 공동연구논문은 경북대학교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한다.

   4) 발표한 논문 중 1편은 사업단의 아젠다와 유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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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진연구인력의 활용) 

1.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한다.

2.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데 참여한다.

3.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활동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

제9조(연례평가) 

1.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평가를 실시한다.  

2. 연례평가는 신진연구인력 평가위원회(참여교수 3인)에서 실시한다.

3. 당해 사업 연도 종료 시점에 연례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4. 연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신진연구인력의 재임용 과정에 반영한다.

제10조(계약기간 및 제한)

1.박사후과정생 중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계약교수 중 경북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을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

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성과급 지급 세칙>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성과급 지급 세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약칭 사

업단)의 성과급 지급규정에 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사업단 참여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와 사업단 관련 활동 활성

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성과급은 사업단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성과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사업단 기여도, 대학원생 지도 및 배출 실적, 논문 및 저서 실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

적, 연구비 수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사업단 기여도, 학술 저서 실적, 논문 게재 실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한다. 단, 신진연구인력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관련 근거 BK21플러스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Ⅳ의 4)

3. 참여대학원생 성과급은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우수학술논문상>,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에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위원회는 사업단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사업

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2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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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방법

사업단 기여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등 사업단(팀) 운영,관리에 

대한 기여도

20점 ~10점 정성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방법

봉사

(20)

사업단 

기여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등 사업단(팀) 

운영,관리에 대한 기여도

20점 ~ 10점 정성

교육

(30)

대학원생

지도 및 

배출 실적

지도학생 논문 발표 실적

(15)

참여학생 일인당 환산편수 

1편 이상 15점

정량

참여학생 일인당 환산편수 

0.7편 이상 10점

참여학생 일인당 환산편수 

0.5편 이상 5점

대학원생 배출 실적

(15)

석사 1명당 5점

박사 1명당 10점

연구

(50)

논문 및 

저서 실적

단독 저서 1권 이상 20점
정량

공동 저서 1권 이상 20/저자수

등재 논문 편당 10점

정량
등재 후보 논문 편당 5점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편당 20점

정량

국제 일반 학술지 논문 편당 10점

연구비 수주 

실적

(10)

2천만원 이상 10점

정량1천만원-2천만원 미만 7.5점

1천만원 미만 5점

제5조(평가기준 및 지급절차)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참여교수

평가위원회는 당해 사업년도 말에 참여교수의 사업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신진연구인력

평가위원회는 당해 사업년도 말에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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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저서 실적
단독 저서 1권 이상 20점

정량
공동 저서 1권 이상 10점

논문 게재 실적

등재(후보) 논문 3편 이상 20점

정량등재(후보) 논문 2편 15점

등재(후보) 논문 1편 10점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1편 이상 20점

정량
국제 일반 학술지 논문 2편 이상 15점

국제 일반 학술지 논문 1편 10점

연구비 수주 

실적

2천만원 이상 20점

정량1천만원-2천만원 미만 15점

1천만원 미만 10점

3. 참여대학원생

<우수학술논문상>: 당해 사업년도에 발표된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등재지) 게재 논문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

에 따라 우수논문 3편을 선발해 시상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제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30점), 기존 성과 활용 및 학계에의 기여도(30점), 개념의 적절성 및 

서술의 논리성(30점), 기타 논문의 완성도(10점)로 구성된다.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 당해 사업년도 공모전에 응모한 연구논문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우수 연구논문계획서 6편(석사과정 3편, 박사과정 3편)을 선발해 시상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제 및 연구목적의 창의성(30점),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대효과(10점), 연구 방법의 적절성(30

점), 연구 추진계획의 구체성(30점)으로 구성된다.

제6조(평가기간) 평가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7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사업단>(약칭 사업단)의 국제

화 경비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 (국제화 경비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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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 경비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장ㆍ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조 (국제학술회의 논문 발표 및 참가 경비 지원)

1. 경비 지원 요건과 대상

1)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4개국 이상 참여

② 총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③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참가 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대학원생: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② 참여교수: 발표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

                (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③ 신진연구인력

    ④ 단순참가의 경우(발표자 또는 토론자가 아닌 경우):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총 3인 이내 가능

2. 경비 지원 범위

1) 국제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당 1인에 한해 항공료를 전액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국제학술회의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 학회당 1인에 한해 항공료를 지원한다.(집행 여부는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3) 국제학술대회 지원 경비는 사업단이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 경비 지원 신청 

1) 국제학술회의의 발표 및 참가에 대한 경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① 논문 발표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비 지원을 신청한다.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서 

-발표 수락메일

-학회프로그램 

-발표논문 

*첨부서류 양식: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신청서

② 단순 참가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비 지원을 신청한다.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학회 프로그램

*첨부서류 양식: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2) 지원을 받은 경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① 항공권 원본

 ② 여권 사본        

 ③ 학회등록비 영수증

 ④ 논문집 사본

*첨부서류 양식: 국제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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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지원) 

1. 경비 지원 요건과 대상

1) 해외 기관으로의 장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

다.

2) 경비 집행 기준

- 단기 연수: 예산 범위 내에서 항공료를 지원한다. 

- 장기 연수: 예산 범위 내에서 항공료, 체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장단기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①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는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② 신진연구인력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

③ 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료, 여권 발급 수수료

④ 단순 어학 연수 

3)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자 선발 절차

1) 장단기 해외 연수 신청 

연수 경비 지원 신청자는 장단기 해외 연수 신청 시 다음을 제출한다.

단기(15일 이내) 장기(15일 초과)

신청 시 제출 서류

단기 연수 신청서

성적증명서

연수계획서

장기 연수 신청서

공인 어학 성적(연수 국가의 언어 

능력 증빙 자료)

연수계획서

*첨부서류 양식: 단기 연수 신청서, 장기 연수 신청서, 연수계획서

2)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선발

① 연수 학생은 본 사업단 내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② 성적(20), 연수 계획서(40), 전공 및 연구분야와의 적합성(20), 연수 결과의 파급력(20)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연수 학생을 선발한다. 

3) 장단기 해외 연수 위탁 기관 선정 기준

장단기 해외 연수 위탁 기관은 본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후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대상자는 연수 종료 시 사업단에서 정한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첨부서류 양식: 연수 결과 보고서

제5조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회의장 대여료, 행사 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으로 집행한다. 

제6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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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운영 규정 마련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으로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세칙>, <신진연구인력 활용 세

칙>, <성과급 지급 세칙>,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을 구비하여 공정하고 엄밀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사

업단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내규와 규정을 본 사업단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이 내규에 따른 학사 관리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 및 배출로 연결되고, 운영 규정에 따른 사업 진행은 사업 진행

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본 사업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사업단 운영 규정 홈페이지 게시 화면>

4) 사업단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윤리규정안내서> 구비

-연 2회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이수

-<학위논문연구> 강의 중 수강생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1) 사업단 <연구윤리규정안내서> 구비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연구윤리규정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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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부정행위(researchmisconduct)가생기는이유

-연구자가현실적압박과그릇된명예욕에사로잡히게되면연구부정이일어날가능성이커짐.ex)연구비,졸업논문,

2006년황우석교수사건.

2) 연구윤리

-연구의계획,수행,보고등과같은연구의전과정에서책임있는태도로바람직한연구를추진하기위해지켜야할윤리적

원칙.

-연구윤리는연구내용의윤리는물론연구절차의윤리를포함하는데,사실내용과절차는매우밀접한관련이있음.

3)연구윤리의범위와쟁점

-keyword는진실성(integrity).진실성을확보하기위한논의와실천이연구윤리에해당한다고할수있음.

-진실성⊃절차적투명성&내용적객관성.

-진실성≒책임있는연구수행(responsibleconductofresearch,RCR)[USA],바람직한연구실천(goodresearch

practice,GRP)[유럽]

4)연구수행과정의부정행위

-의도적인속임수,부주의,자기기만(self-deception).

-데이터혹은이론의위조,변조,표절(fabrication,falsification&plagiarism,FFP).

-미국백악관의과학기술정책실(OfficeofScienceandTechnologyPolicy,OSTP)의1999년FFP정의:

①위조:존재하지않는데이터나연구결과를인위적으로만들어내서그것을기록하거나보고하는행위

②변조:연구와관련된재료,장비,공정등을허위로조작하는것,또는데이터나연구결과를바꾸거나삭제하는것을통해

연구의내용이정확하게발표되지않도록하는행위

③표절:다른사람의아이디어,연구과정,결과,말등을적절한인용없이도용하는행위

5)연구결과출판의부정행위

-학술지에연구결과를발표하는것은모든분야의연구에서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학술지에논문을발표하는

경우일정한자격을갖춘사람에게만저자표시(authorship)를허용하고실질적으로기여한정도에따라저자의순서를정

함으로써공로(credit)를합당하게배분해야함.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즉 명예저자 표시(honorary

authorship)가근절되어야함.또한대학원생이나박사후연구원과같은소장연구자들에대해정당한공로를인정해야하

며,동일한내용의연구결과를중복해서발표하여연구업적을부풀리는중복게재

(duplicatepublication)를피해야함.

6)인문학에서크게쟁점이되는주제인표절

-인문학의경우에는과거의문헌에대한깊이있는이해에근거한비평적고찰이다른학문분야에비해훨씬더중요한위

치를차지함.따라서인문학에서표절의문제는다른학문분야에비해분명한표절의기준을찾기어렵다고할수있음.

-표절은다른사람의연구내용을적절한인용없이마치자기의것인양가져다사용하는행위임.이러한표절의정의자체

에대해서는별다른이견이없지만인문학내부에서조차각분과학문별로표절의정의를어떻게구체적인상황에서해석해

낼것인지를놓고상당한이견이존재할수있음.ex)인용표절? 상식의내용과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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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구윤리제도화에관한국내외동향

-미국은1980년대부터과학연구에서의부정행위를처리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꾸준히구축해왔음.

-우리나라에서는1990년대말부터국내연구자들의해외학술지투고가활발해지면서몇몇연구부정행위사건들이발생

했음.

-우리나라에서연구윤리에관한제도가정비되는데는2006년을전후해발생했던황우석사건이기폭제로작용했음.

-2007년2월8일과학기술부훈령제236호로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을공포했음.

8)연구수행과정에서의윤리

-연구진실성확보를위해서필요한기본자세.

①연구의전과정에서위조,변조,표절과같은부정행위가없이정직하고충실한연구가이루어져야함.

②연구자는항상연구의전과정에서충분한주의를기울여정확한연구를수행하였는가?를물어야함.

③이와는별도로,연구계획단계에서부터논문발표단계에까지간접적이지만그연구의진실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이

있으므로,이런항목들에대해서도정확하고공정한처리가이루어져야만함.

-데이터수집과처리및해석.

①올바른데이터의선택

②올바른통계처리

③데이터수집과정에서흔히일어나는오류의바른처리

-데이터의위조와변조근절.

9)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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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글을훔치고그훔친것을자신의것이라고은근히주장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음.훔치는대상이구체적인물건이아

닌다른사람의생각이나글과같은정신적산물(brainchild)이라는점에서표절은단순한절도가아닌지적절도로규

정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연구윤리지침(2009.9):의도적이든비의도적이든일반적지식이아닌타인의아이디어나저작물

을적절한출처표시없이자신의것처럼부당하게사용하는학문적부정행위

cf.저작권(copyright):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저작물을보호하기위해그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

10)표절의유형

①출처표시를하지않은경우:텍스트표절,구조표절,말바꿔쓰기표절,모자이크표절

②출처표시를했지만부적절하게표시한경우

③중복게재:자신이이미발표한저작물과동일하거나실질적으로유사한저작물을동일하거나유사한독자층을상대로

다시출판하면서선행저작물의출판사실을밝히지않는경우를말함

④부당한저자자격

11)중복게재

-중복게재(redundantpublication):자신의새로운저작물에서자신의이전저작물의일부나상당부분을활용할때적절

하게출처를표시하지않아생기는연구윤리의문제로표절처럼연구부정행위로까지간주되지않는경우도있지만연구자

가연구결과를발표할때매우주의를기울여야할영역임.

-자기표절(selfplagi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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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또는이중게재(duplicatepublication)

-논문쪼개기(Salamislicingpublication)

-논문덧붙이기(Imalaspublication)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중복게재정의:연구자자신의이전연구결과와동일또는실질적으로유사한학술적저작물을

처음게재한학술지편집자나저작권자의허락없이또는적절한출처표시없이다른학술지나저작물에사용하는행위

12)올바른인용

-인용의의미와목적

①다른사람의글을비판적으로논의하고해석하기위해

②공통되거나상반된견해를인용함으로써논의를더욱풍부하게하기위해

③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종류:직접인용&간접인용

-인용의원칙

①이용자들이그출처를파악할수있도록인용된저작물의서지정보를정확하게표기함.

②인용분량은자신의저작물이주가되고인용이부수적이되는적정한범위내여야함.

③다른저작물을단순히베끼지않고해석,분석등을통해독창적인방식으로변화시킴.

④가급적타인으로부터가져온양이적으면적을수록좋음.

⑤타인의저작물을빌려와이루어진나의저작이그에게지적재산권의피해를줄정도로빌려와서는안됨.

13)말바꿔쓰기를위한제언

-말바꿔쓰기에서표절을피하기위한제언

①주의깊게꼼꼼히읽는다.

②이용하고싶은아이디어를결정한다.

③원전을덮거나멀리한다.

④문장구조를모방하는방식을피한다.

⑤나의생각과말로해석한다.

-말바꿔쓰기의기본원칙

①원전과비슷한어휘수를유지한다.

②원전의독특한어휘나절은인용부호로묶는다.

③원전의의미를유지하면서(원저자는)~주장한다,설명한다등으로나타낸다.

*한국연구재단,《연구윤리의이해와실천》(서울:교육과학기술부,2011)

(2) 연구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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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이수

-경북대학교 2014년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주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관: 경북대학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일시: 2014년 10월 29일(수) 13:30~16:30

-강사: 이원용(연세대학교 교수)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26명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이수

② 2014년 제1차 사업단 연구윤리교육 

-일시: 2014년 11월 14일(금) 13:00~14:30

-장소: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214호)

-목적: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연구윤리의식 제고

-강사: 박지애(사업단 계약교수)

③ 2014년 제2차 사업단 연구윤리교육

-일시: 2015년 1월 16일(금) 13:00~

-장소: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214호)

-목적: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소속학과 대학원생 연구

윤리의식 제고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강사: 박정선(창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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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교육 실시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참여인력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사업단 자체적으로 <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제작

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연 2회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두 차례

에 걸쳐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연구 윤리” 및 “인문학 연구의 윤리”에 대해 사업단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26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석·박사 학위논문연구> 수업에서는 1~3주에 걸

쳐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련의 연구윤리교육은 사업단 참여인력의 연구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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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신설에 대한 평가

  글로벌시대를맞이하여국제학술지나영문학술지에논문을제출할수있도록 영문학술논문작성능력을기를 필요

가 있다. 1차년도에는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2차년도부터 매년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이 개설되도

록 하였다. 2014년에는 1학기에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이 개설되었다. 이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 결과물을 세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의 국제화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신설

-2014년 1학기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담당교수 전윤화, 수강인원 8명)

-매년 1회 개설 예정

-참여대학원생의 영문 학술논문작성 능력 배양에 기여

2) 해외 석학 초청 강연 

- 해외 석학 초청 강연1

강연자: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藤本幸夫, 일본 麗澤大學校 교수, 조선서지학 전공)

강연주제: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오구라문고에 대하여

일시: 2014년 5월 24일(토) 10:30~12:30

장소: 인문대학 국제회의실

- 해외 석학 초청 강연2

강연자: 방동수(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아시아학부 전임강사)

강연주제: 미국에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일시: 2014년 7월 9일(수) 16: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해외 석학 초청 강연3

강연자: 강승철(哈尔滨师范大学 东方语言文化学院 한국어학부 학장)

강연주제: 신화시대의 중·한 비교

일시: 2014년 11월 14일(금) 15: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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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석학 초청 강연에 대한 평가

  본사업단은 사업 참여인력의국제적감각을기르기위한방법으로문화관련외국저명학자의초청강연을매년2회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차년도에는 3명의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해외의 한국학 자료 및 한

국학 연구 동향과 연구 방향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일본 동경대학교 문학부의 오구라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강연하였다. 특히 대학원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본 내 한글 필사본 자료의 현황과 서지학적인 특징을 소

개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동수 교수는 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해 교재 및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여, 

본 사업단에서 모색하고 있는 문화어문학의 현실적 실천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강승철 교수는 

“신화시대의 중·한 비교”라는 주제로 신화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강연하였다. 특히 문학 텍스트를 통

해 문화를 읽어내는 강승철 교수의 강연은 대학원생들의 연구 시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 작성법> 교과목 신설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 작성법> 교과목 신설에 대한 평가

  <유학생을위한한국어논문작성법>은외국인유학생들의한국어논문작성능력을배양하여학술문장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유학생의학술문장기술능력배양은본사업단의연구결과물을유학생자국어

로번역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지도함으로써 본사업단의세계화지향에일조할수있다.

  1차년도에는 <유학생을위한한국어논문작성법>이 대학원 교과목으로 편성되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년

도에는 커리큘럼을 확정하여, 2015년 1학기에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 작성법>을 개설할 예정이다.

4)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1) 참여대학원생 해외 단기연수 1

-단기연수명: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연수

-연수기관: 중국 하얼빈 사범대학교

-연수기간: 2014년 8월 5일~9일

-연수참가자: 위원징, 김지혜, 정성희, 전설련(참여대학원생), 백두현(인솔교수)

-연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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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장소 주요연수내용

10.23. 오후
대구출발, 
북경 도착

10.24.

오전
하북대학 宋史연구소
하북대학 고서실

한·중 대학원생 공동 세미나
(한·중 문화교류의 과거와 현재)

오후
하북대학 도서관 고전적 장부
하북대학 박물관 고문자연구중심료             하북지역 한국어문학 자료 조사

10.25.
오전

하북대학 문학원
한·중 연구자 및 대학원생 공동 세미나
(2014년 전국 국학연구와 문화산업)

오후

10.26. 오전 고연지서원 조·청 문인교류의 양상 자료 조사

일자 시간 장소 주요연수내용

8.5.
인천출발, 
하얼빈 도착

8.6.

오전 하얼빈사범대학교 박물관, 도서관
자료조사
(조선어문학 자료 및 북한문학 자료 조사)

오후
하얼빈사범대학교 
동방어언문화학부

특강 

강사: 강승철(하얼빈 사범대학교 한국어과 학장)

주제: 만주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대학원생 세미나

-조선족 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만주 이주 경상도 화자를 

중심으로(배준영)

-재만 조선인 시의 만주 형상화 고찰(김지혜)

-북한 뉴스 방송의 음운적 특성 연구(정성희)

-김대락 백하일기삽입시의 양상과 그 작가의식(전설

8.7.
오전

안중근 의사 기념관
동북열사 전시관 자료 조사

오후 하얼빈한인회 한상회관 조선족 마을 방문 및 조선어 사용 실태 조사

8.8.
오전 조선민족 예술관 자료 조사

오후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한인회 조선어 문학인 모임 간담회, 자료 조사

8.9. 귀국

(2) 참여대학원생 해외 단기연수 2

-단기연수명: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

-연수기관: 중국 하북대학교

-연수기간: 2014년 10월 23일~27일

-연수참가자: 김나혜, 손유진, 김분청, 최은주, 량자오, 전설련(참여대학원생), 정우락(인솔교수)  

-연수일정



- 40 -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적인연구동향을파악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을 계획하였다. 

  2차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 단기 해외 연수를 진행하였다.

오후 신연지서원
중국 유학 및 서원 발전사 조사
서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 연수

10.27. 귀국

일자 시간 장소 주요연수내용

11.04.

21:20 한국(인천) 출발

10:25 하와이 도착

11.04.
오전 하와이 대학

도서관 방문

자료조사

(재외 한국학 자료 조사)오후

11.05.

오전 하와이 대학

동아시아언어문학과

한·미 연구자 및 대학원생 공동 세미나

-한국어문학 연구 동향 관련 한·미 양국 대학원생 발표오후

11.06.

오전

하와이 대학

동아시아언어문학과

한·미 연구자 특강

-특강 1(남길임, 경북대학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현황과 전망

-특강 2(Mary Shin Kim, Universtiy of Hawaii at Manoa)

 미국의 한국언어학 연구 동향과 전망

오후

11.07.
오전 하와이 대학

한국학센터

재외 한국어 교육 기관 발전사 조사

기관 자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수

한국학센터 소장 한국학 자료 조사오후

11.08. 12:25 하와이 출발

11.09. 17:55 한국(인천) 도착

(3) 참여대학원생 해외 단기연수 3

-단기연수명: 한·미 한국어문학 연구 동향과 전망

-연수기관: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연수기간: 2014년 11월 4일~9일

-연수참가자: 이수진, 김명주(참여대학원생), 남길임(인솔교수) 

-연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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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연수자는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에 따라 ‘성적(20점), 연수계획서(40점), 전공 및 연구 분야와의 적합성

(20점), 연수 결과의 파급력(20점)’을 기준으로 신청자 중 선발하였다. 연수자들은 ‘만주 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 

문학’,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한·미 한국어문학 연구 동향과 전망’ 등 다양한 연수 주제와 관련하여 학술

발표를 준비하고, 단기연수 이후에는 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및 연수 자료집을 제작하여 해당 연수 결과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기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예시(참여대학원생 최은주)

단기연수명  한․중 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

연수장소
국가명 : 중국

기관명 : 하북대학 문학원

연수기간   2014년 10월 23일 ~   2014년  10월  27일 (  5일간)

연수 일정

1일  출국, 한․중 대학원생 공동 학술토론회

2일

 하북대학 宋史연구 중심센터, 하북대 도서관 방문 및 조사, 고연지서원 관람 및 한․

중 서원문화 비교조사, 보정국학회 방문:한․중 문화산업의 발전방향 및 교류협력에 

대한 간담회

3일  2014년 전국중국언어문학 박사후 학술논장 “국학연구와 문화산업” 학술대회 참관

4일  신연지서원 방문:전통문화의 현대화 방안 조사 및 토론

5일  귀국

연수결과요약

(학술적 의의 

및 기대 효과)

  하북대학 문학원에서 이루어진 중국단기 연수를 통해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조사․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소통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한․중 문화교류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한․중 대학원생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

는데, 이를 통해 서로간의 학술교류 및 심도 있는 논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 

내의 최치원 연구사나 소식이 고려 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사 등은 앞으로의 연구가 한

국을 벗어나 국제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하북대학 宋史연구 중심센터와 도서관을 방문하여 고전적 열람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정 

분야에 대한 모든 연구성과를 모아두었다는 점에서 연구에 있어 자료축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

다. 또 조선시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주자성리학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를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 당시 문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

에 남아있는 다양한 족보는 현재 경북에 많이 남아있는 종가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연구를 지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유교문화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고연지서원을 직접 방문하여 한․중 서원문화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신연지서원의 방문은 전통문화를 어떻게 현재와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고전문학을 단지 옛 시대의 

문학이 아닌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학문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연구자가 그 접목점을 찾고 소통

과 융합의 인문학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14년 전국 중국

언어문학 박사후 학술논장 “국학연구와 문화산업” 학술대회 참관하면서 중국 내에서 어떻게 자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오늘날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통과 현재의 창조적 융화를 실현하

고자 하는 우리 사업단에게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BK21플러스사업 단기연수 지원으로 단기연수에 참가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년   11월   2일

                                                 신청자 소속 :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성       명 :         최은주   (인)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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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 지원 

(1) 국제 학술대회(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연구재단 기준: 4개국 이상 참여,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

①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1

▪참가자: 서은영

▪발표논문: Usage Patterns of ‘-keyss-’ regarding Text Genres in Korean

▪학술대회명: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개최국가: 중국

▪주관기관: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개최일: 2014년 3월 7일~9일

▪개최장소: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②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2

▪참가자: 이수진

▪발표논문: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학술대회명: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개최국가: 중국

▪주관기관: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개최일: 2014년 3월 7일~9일

▪개최장소: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③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3

▪참가자: 칸 앞잘 아흐메드

▪발표논문: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중립국의 의미 연구

▪학술대회명: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개최국가: 러시아

▪주관기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Moscow State University

▪개최일: 2014년 5월 15일~16일

▪개최장소: Moscow State University

④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4

▪참가자: 우수영

▪발표논문: A Study of the Korean Food Culture in Park Kyeung-lee's <To-ji> and Cheo Myoung-hyee's 



<Hon-bul>

▪학술대회명: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개최국가: 대한민국

▪주관기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개최일: 2014년 10월 13일~14일

▪개최장소: 경북대학교

⑤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5

▪참가자: 윤지혜

▪발표논문: A Comparative Study of Heroic Boy and Discourse about Children in Feature Animation of 

Korea and Japan

▪학술대회명: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개최국가: 대한민국

▪주관기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개최일: 2015년 2월 5일

▪개최장소: 경북대학교

⑥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6

▪참가자: 티엔즈윈

▪발표논문: The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war novels about the Korean War

▪학술대회명: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개최국가: 대한민국

▪주관기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개최일: 2015년 2월 5일

▪개최장소: 경북대학교

⑦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7

▪참가자: 김지혜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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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명: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개최국가: 대한민국

▪주관기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개최일: 2015년 2월 5일

▪개최장소: 경북대학교

(2) 기타 국제 학술대회 

-연구재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국제 학술대회

①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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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김명주

▪발표논문: 20世紀前期の日本語学習書におけるハングル音注表記に関する研究

▪학술대회명: 第65回朝鮮學會大會

▪개최국가: 일본

▪주관기관: 朝鮮學會

▪개최일: 2014년 10월 4일~5일

▪개최장소: 天理大学

②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2

▪참가자: 이수진

▪발표논문: A Study on the Extended Lexical Units of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학술대회명: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개최국가: 미국

▪주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University of Hawaii

▪개최일: 2014년 11월 4일~8일

▪개최장소: University of Hawaii

③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3

▪참가자: 김명주·김예니

▪발표논문: Characteristics of Adverbs and their Semantic Function in Traditional Korean Culinary 

Manuscripts

▪학술대회명: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개최국가: 미국

▪주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University of Hawaii

▪개최일: 2014년 10월 4일~5일

▪개최장소: University of Hawaii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 지원에 대한 평가

  참여대학원생이 해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본 사업단에서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다.  

 2차년도에는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모두 10건이었다. 이 중 7건은 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회 요건

(4개국 이상 참여,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을 충족한 학술대회였다. 사업단에

서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또한 사업단 참여인력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미국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 일본에서 개

최된 제65회조선학회대회는 한국학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이다. 참여대학원생이 세계한국학대회 및 조선학회

대회에서 발표한 것은 사업단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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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학술논문상> 확대 시행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의 소속학과에서는2011년부터대학원생을대상으로우수논문상(현대문학)을수여하고있다.이제도는대

학원생의논문작성에대한관심을높이는긍정적인효과를보고있다.이를감안하여본사업단은《우수학술논문상》을

모든전공영역으로확대해실시하고,매년3명에게각각30만원의장려금을지급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2차년도에 발표한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3편을 선발하여 <우수학술논

문상>을 시상하였다. 

  이수진·김예니의 논문은 2013년의 신어를 추출하여 그 형태와 의미적 특성을 밝힌 논문으로서, 현재의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최은주는 허주 이종악의 한시를 통해 18세기 영남지역 선비의 일상을 탐

구하여 일상과 여가, 문화를 탐구함으로써 문화어문학이라는 사업단의 아젠다 탐색에 기여하였다. 우수영은 소설 

텍스트 연구에서 벗어나 소설을 통해 한국의 음식문화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들 논문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실천한 연구 성과라

고 할 수 있다.

5. 교육 역량 향상

1)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을 위한 세칙 마련

: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세칙 제6조(참여대학원생 학술지원)

  사업단 성과급 지급 세칙 제5조(평가기준 및 지급절차)

-심사대상: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발표된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등재지) 게재 논문 18편

-평가항목 및 배점: 주제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30점), 기존 성과 활용 및 학계에의 기여도(30점), 개념의 적절성 및 서  

                  술의 논리성(30점), 논문의 완성도(10점)

-평가위원회: 백두현(사업단장), 정우락(부단장), 박현수, 남길임(참여교수)

-시상내용: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별 1편 / 상장 및 상금 300,000원

-수상자 명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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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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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문화론의 이론, 연구 방법,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문화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회를 개최하였다. 2차년도에는 3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다. 

  육영수 교수는 과거를 읽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미시사와 일상생활사를 소개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의 역사 서술

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개인들에 주목하는 역사가 과거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직접 제시

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미시사적 연구 방법을 접하고, 어문학 연구에 대한 시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규 교수는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으로 문화횡단과 혼종문화에 대해 소개하였다. 유럽중심주의와 중심부 

문화논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문화이론을 소개한 본 강연은 대학원생들에게 비판적 문화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석기 교수는 참여대학원생들의 영남지역 사상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 ‘지리산과 남명 조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지리산의 명칭과 유래, 조선시대 사림들의 지리산에 대한 역사적 인식 등 지리산에 대

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소개하여 이 강연을 통해 영남 서부권 어문학 연구의 시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① 전문가 초청 특강 1

-강연자: 육영수(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강연주제: 책과 독서는 역사를 움직이는가?-미시사, 일상생활사적 접근

-일시: 2014년 4월 23일(수) 16: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② 전문가 초청 특강 2

-강연자: 김용규(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강연주제: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 문화횡단과 혼종문화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15:00~18:00

-장소: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③ 전문가 초청 특강 3

-강연자: 최석기(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강연주제: 지리산과 남명 조식

-일시: 2015년 2월 24일(화) 11:00~13:00

-장소: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101호

3)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연 1회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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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업단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에는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을 시행하여 각 전공의 석사과정 1편, 박사 과정 1편, 총 6편을 선발

해 시상하였다. 

  이와같은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동기를 제고하고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논문을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   

연번 날짜 발표자 과정 주제

1 3.19 김종구 박사수료 퇴계학단의 독서 및 강학문화와 그 의미

-신청기간 : 2014년 4월 1일~4월 30일

-총 신청인원 : 29명

-심사기간 : 2014년 5월 1일~5월 13일  

-심사결과 : 석사과정/박사과정 우수 연구논문 계획서 각 3편 선정 

-수상자 명단 및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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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상장 및

1인 상금 

20만원

2 정성희 석사 백두현 북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언어문화 연구

3

고전문학

최은주 박사 정우락
 ｢애일당구경첩｣을 통해 본 농암 이현보의 

문화활동

4 황명환 석사 정우락 響山詩에 나타난 山의 기능과 그 의미

5

현대문학

김지혜
박사

수료
박현수 임화의 단편서사시와 계급적 가족의 탄생

6 박현숙 석사 김주현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역행적 힘의 메커니즘

4) 전공별 집담회 개최

▪소개: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모색과 연구 실적 생산을 위한 전공별 집담회

▪목적: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및 전체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방법: 매달 전공별로 참여대학원생 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

▪참석대상: 참여교수, 소속학과 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소속학과 대학원생

(1)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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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분청 박사과정 변계량의 불교관련시 연구

2 4.25

김분청 박사과정 변계량의 불교관련시 연구

최은주 박사과정 <애일당구경첩>을 통해 본 농암 이현보의 문화활동

황명환 석사과정 향산시에 나타난 산의 기능과 그 의미

3 5.30

김종구 박사수료 퇴계학단의 독서문화와 그 의미

손유진 박사수료 의식생활을 통해 본 17세기 선비의 일상

전설련 석사과정 ｢백하일기｣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표출양상과 그 의미

김소연 석사과정 ｢임재일기｣를 통해 본 서찬규의 의식

4 7.4

김종구 박사수료 퇴계와 高足의 독서문화 형성 과정과 그 의미

김분청 박사과정 春亭 輓詩에 나타난 작가의식

황명환 석사과정 향산시에 나타난 ‘산’의 형상화와 그 의미

5 7.25

김분청 박사과정 춘정 변계량의 만시 연구

전설련 석사과정 백하일기삽입시에 나타난 김대락의 작가의식

김소연 석사과정 서사원의 낙재선생일기

6 8.29

김종구 박사수료 퇴계학단의 독서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

최은주 박사과정
허주 이종악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 선비의 

여가생활과 의식지향

황명환 석사과정 향산 이만도의 한시에 나타난 ‘산’ 인식과 그 특징

7 9.26
서정현 박사과정 영남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열녀의 형상과 그 의미

전설련 석사과정 김대락 백하일기삽입시의 양상과 그 작가의식

8 11.1

김나혜 박사수료 고전소설에 형상화된 소상강 유역과 공간 인식

김소연 석사과정 관료와 지방 사족의 전쟁 체험 양상과 그 의미

전설련 석사과정 김대락 『백하일기』 삽입시의 양상과 그 작가의식

최은주 박사과정 권렴의 『옥계유록』에 나타난 서술방식과 그 의미

손유진 박사수료 청도지역 누정 제영의 문학적 성격

9 11.28

김종구 박사수료 19세기 청량산 유산기에 나타난 서정과 흥취

김분청 박사과정 형재 이직의 성주 유배시 고찰

량짜오 박사과정 설̀정 이흘의 조천일기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황명환 석사과정 향산 이만도의 한시에 나타난 ‘산’의 형상과 그 의미

10 12.26

손유진 박사수료 『淸道文獻考』 ｢題詠｣조에 나타난 청도 사족의 문화적 의식

황명환 석사과정 響山詩의 意味表出樣相과 作家意識 硏究

11 1.30

황명환 석사과정 향산 이만도의 한시에 나타난 ‘산’인식과 그 의미

전설련 석사과정 백하 김대락 백하일기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12 2.27 김분청 박사과정 춘정 변계량의 만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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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개최에 대한 평가

 고전문학 전공에서는 매월 1회씩 모두 12차례의 전공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참여대학원생은 개별적으로 연구 주

제를 정하여 집담회를 통해 연구방법과 연구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

다. 특히 문학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독서문화, 선비의 일상, 선비의 문화활동 등 문화론적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면서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소연 석사과정
낙재선생일기에 나타난 서사원의 임진왜란 체험과 

서술방식

서정현 박사수료
<한강현전>에 나타난 여가장 인물 서사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연번 날짜 발표자 과정 발표 주제

1 3.21

류동일 박사수료 ｢별건곤｣의 성격 변화과정의 의미

손증상 박사과정 이광수의 <무정>에 드러난 문학적 정치성

김지혜 박사수료 조선지광과 정지용

2 4.18
강유정 석사과정 최인호 문학의 청년문화적 웃음 연구

박현숙 석사과정 채만식의 <심봉사> 연구

3 5.16

전계성 석사과정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에 나타난 작가의식

윤지혜 박사과정
로보트 태권V 시리지의 인물과 서사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 

연구 

우수영 박사수료 조정래 <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의 양상

4 6.20 정용훈 석사과정 <마당깊은 집>의 서술자를 통한 미시적 해석과 역사적 가치

5 7.18

전계성 석사과정 이청준 소설 연구

칸 앞잘 박사과정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나타난 문인의 내면세계 고찰

우수영 박사수료 조정래 <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6 8.20

전지운 박사과정
<객지>에 나타난 폭력의 조직성 연구

-인부들의 폭동을 중심으로

박현숙 석사과정 이태준의 <그림자>와 백낙천의 <비파행>의 상호텍스트성

7 9.19
윤지혜 박사과정 한국 반공만화영화의 서사와 인물특성과 그 의미

정용훈 석사과정 이광수의 내선일체에 대한 고민:<그들의 사랑>의 갈등 양상

(2)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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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개최에 대한 평가

 현대문학 전공에서는 매월 1회씩 모두 12차례의 전공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참여대학원생은 개별적으로 연구 주

제를 정하여 집담회를 통해 연구방법과 연구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

다. 현대문학 분야 참여대학원생들은 문화론적인 접근,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 등 다양한 시각으로 문학연구

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은 집담회에 참석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발표에 피드백을 해 주

었다.   

전계성 석사과정
이청준의 소통적 글쓰기 양상 연구:  <이어도>, <굴레>, 

<가면의 꿈>을 중심으로 

8 10.17

정용훈 석사과정 현진건과 계급의식

김동현 석사과정
이기영의 희곡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하기 – 이기영의 

｢인신교주｣를 중심으로

9 11.21

정용훈 석사과정 현진건 기존 연구사 검토

손증상 박사과정 방정환의 조선 동화극 <노래 주머니>의 탈식민성 연구

칸 앞잘 박사과정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중립국’의 의미 연구

10 12.19

전계성 석사과정
탈장르적 이상 문학 텍스트에 관한 일고찰 - ｢공포의 기록｣, 

｢실낙원｣, ｢최저낙원｣을 중심으로

티엔즈윈 박사과정 박영준과 루링의 전쟁소설 비교연구 연구계획

11 1.15

정용훈 석사과정
현진건의 지방문학론 - ｢향토문학을 일으키자｣와 독일 

세계문학

장려홍
전향후의 한설야가 노신으로부터 받은 영향 고찰 - 한설야의  

｢이녕｣과 노신의  ｢공을기｣,  ｢광인일기｣를 중심으로

12 2.26

칸 앞잘 석사과정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에 나타난 멜랑콜리 연구

김동현 석사과정 ‘홍청운 자살사건’을 통한 김우진의 <이영녀> 재고

연번 날짜 발표자 과정 발표 주제

1 3.28

이수진 박사과정 국어학 학술논문의 부정적 핵심어 연구

서은영 박사과정 색채어의 의미적 운율 연구

김예니, 김명주 박사과정 20세기 초 영남삼강록의 국어학적 연구

제갈덕주 박사과정 콘텐츠 어휘 의미 연구

정성희 석사과정 남북한 TV 방송 언어 비교 연구

장유정 석사과정 조선시대 병서 언해의 어휘 연구

(3) 국어학 전공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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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석사과정 경북 상주지역어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2 4.25

김예니, 김명주 박사과정 20세기 초 영남삼강록의 국어학적 연구

제갈덕주 박사과정 콘텐츠의 의미 확장에 관한 사회·문화적 연구

이철희 석사과정 경북 지역 방언 구획 인지에 대한 연구

정성희 석사과정 남북한 TV 방송 언어 비교 연구

3 5.30

제갈덕주 박사과정 콘텐츠의 정의와 용법에 기반한 사전 기술

이철희 석사과정 경북 지역 방언 구획 인지에 대한 연구

장유정 석사과정 조선시대 병서 언해의 어휘 연구

4 6.25

이수진 박사과정 부정적 핵심어의 추출과 활용에 대하여

제갈덕주 박사과정 콘텐츠의 의미 확장에 관한 사회·문화적 연구

서은영 박사과정 한국어 색채어의 의미적 운율 연구

김예니, 김명주 박사과정 20세기 초 영남삼강록의 국어학적 연구

장유정 석사과정 병서언해의 군사 문화 어휘 연구

5 7.25

이수진 박사과정 부정적 핵심어의 추출과 활용에 대하여

장유정 석사과정 병서언해의 군사 문화 어휘 연구

정성희 석사과정 북한 방송의 언어문화 연구

박지수 석사과정 경북 상주지역의 언어 변화에 대한 연구

6 8.29

김명주 박사과정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어 학습서의 한글 音注 표기 연구

서은영 박사과정 한국어 감성 표현 목록 작성과 감성 분류에 관한 연구

박지수 석사과정 경북 상주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정성희 석사과정 북한 뉴스 방송의 발화 연구 -음운적 특성을 중심으로

7 9.22

김예니, 김명주 박사과정 20세기 초 영남삼강록의 국어학적 연구

박지수 석사과정 경북 상주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8 10.27

정성희 석사과정 북한 뉴스 방송의 발화 연구

배준영, 장유정
박사수료/

석사과정
병서 언해의 군사문화 어휘 연구

서은영 박사과정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서술부 양태 표현의 분포 및 기능

박지수 석사과정 경북 상주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 52 -

 전공별 집담회 개최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모색과 연구 성과 산출을 위해 전공별 집담회를 개최

하였다. 고전문학, 국어학, 현대문학 전공별로 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전공별 집담회에는 참여교수, 소속학과 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소속학과 대학원생이 참가하고, 소

속학과 대학원생 및 참여대학원생이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발표에 피드백을 해 주었다. 

  전공별 집담회의 발표들은 모두 문화어문학적 관점에서 어문학 자산을 연구하고, 연구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참가자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논문을 수정하고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결

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국어학 전공집담회 개최에 대한 평가

 국어학 전공에서는 매월 1회씩 모두 12차례의 전공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참여대학원생은 개별적으로 연구 주제

를 정하여 집담회를 통해 연구방법과 연구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영남지역 언어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언어 변화의 사회·문화적 연구,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 등 언어분석에 

머무르는 연구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소통에 주목하는 문화어문학적 관점의 언어 연구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철희 석사과정 경북 지역 방언 구획 및 인지에 대한 연구

제갈덕주 박사과정 한국어 부정극성의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

9 11.24

정의철 박사과정
‘조선족, 재중동포, 중국동포’의 사용 양상 연구-핵심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장유정 석사과정 병서 언해의 군사문화 어휘 연구

10 12.23

이철희 석사과정 경북 지역 방언 구획 및 인지에 대한 연구

장유정 석사과정 병서 언해의 군사문화 어휘 연구

11 1.30

김명주 박사과정 20세기 초 필사본 여성 교육서의 음운 현상 연구

박지수 석사과정 경북 상주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정성희 석사과정 북한 뉴스 방송의 발화 연구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이수진 박사과정 학술 논문 텍스트의 부사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12 2.27

박지수 석사과정 경북 상주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정성희 석사과정 북한 뉴스 방송의 발화 연구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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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실시에 대한 평가

  본사업단에서는글로벌시대인문학연구자에게필수적으로요청되는원서해독능력과그를바탕으로한국제및국

내학술논문집필능력향상을위해내외국인《쌍방향멘토제》를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쌍방향멘토제》는기존어학

수업의수동적인형태를탈피하고,본교대학원에재학중인내국인대학원생과외국인대학원생을일대일파트너로지정

해필요한어학능력을집중적이고효율적으로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된 논

문을 해외에 알려 연구 결과물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쌍방향 멘토제》를 안내하고 신청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의 전공 및 

어학 능력을 고려하여 쌍방향 멘토를 선정하고 있다. 쌍방향 멘토로 선정된 참여대학원생은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본 사업단에서는 《쌍방향 멘토제》를 통해 참여대학원생

이 공동 연구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쌍방향 멘토》 선정 이후 산출된 연구 성과

⓵ 정의철, 쭈즈훼이, ｢문장 차원에서의 한국어 “-고 있-”과 중국어 “在”, “着”의 대조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교육39, 연세대 한국어학당, 2013. 12.

⓶ 현영희, 탄나나,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양상 - 중국인 학습자의 ‘때문’ 구성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3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3.12.

⓷ 홍미주, 위원징,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 교육 방안｣, 한국어교

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권 4호, 2013.12.

 2차년도 《쌍방향 멘토》 현황

⓵ 최지현(국어학 박사과정)-정해연(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⓶ 최은주(고전문학 박사과정)-전설련(중국, 고전문학 석사과정)

⓷ 정의철(국어학 박사과정)-쭈즈훼이(중국, 국어학 박사과정)

⓸ 현영희(국어학 박사과정)-탄나나(중국, 국어학 박사과정) 

 본 사업단은 앞으로 내·외국인간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우수한 외국학생들의 적응과 연구결과물의 국제화를 위

해 《쌍방향멘토제》 시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5)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실시

- 내국인참여대학원생과외국인참여대학원생을쌍방향 멘토로지정해필요한어학능력을집중적이고효율적으로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선정방법: 참여대학원생 대상으로 《쌍방향 멘토》 모집 후 전공과 어학 능력을 고려하여 파트너 선정

-어학 능력 향상뿐 아니라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6)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⓵ 청량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일시: 2014년 6월 28일(토) 08:00~19:00

-장소: 영남지역 청량산권(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등)

-참여대상 : 사업단 참여교수, 국어국문학과 교수, BK사업단 계약교수, 참여대학원생,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등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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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간 일정 세부 내용

1 07:50 집결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2 08:00~10:00 이동 한국국학진흥원

3 10:00~11:30 한국국학진흥원
관람(30분)

세미나(60분)

4 11:30~11:45 이동 도산서원

5 11:45~12:30 도산서원 관람

6 12:30~13:00 이동 안동 시내

7 13:00~13:40 점심시간 미정

8 13:40~14:00 이동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9 14:00~17:30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특강1: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60분)

특강2: 이현세 작가(120분)

10 17:30~19:30 이동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11 19:40 해산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1. 퇴계의 학맥(고전문학 석사과정 김동연)

2. 퇴계와 매화시(고전문학 박사과정 최은주)

3. 古鏡重磨方(고전문학 박사과정 김분청)

4. 도산서원(국어학 박사과정 이수진)

5. 퇴계종택(국어학 석사과정 이철희)

6. 안동 방언(국어학 박사과정 서은영)

7. 음식디미방(국어학 박사과정 김예니)

8. 훈민정음(국어학 박사과정 제갈덕주)

9. 장계향의 삶(국어학 박사과정 김명주)

10. 저항시인 이육사의 토대와 궤적(현대문학 석사과정 박현숙)

11. 이육사의 문학 활동(현대문학 석사과정 정용훈)

12. 이원조의 생애와 비평의 전개 양상(현대문학 박사과정 손증상)

-현장학습 중 참여대학원생 발표주제

⓶ 남명문학 현장 학습

-일시: 2014년 8월 8~9일(금-토)

-장소: 지리산, 고령 합천 산청 지역 남명문학 현장

-참석자: 정우락(참여교수), 김종구, 최은주, 김분청, 황명환, 전설련, 김소연(참여대학원생)

-후원: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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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 08:30 집결 인문대학 서문

2 10:30~11:00 고문서 견학 경상대학교 문천각
설명

(이정희 선생님)

3 11:00~13:00
<전문가 초청 특강>

지리산과 남명 조식
경상대 남명학관 101호 최석기 교수

4 13:00~14:30 점심식사 경상대 주변 <진남정>

5 14:30~18:00 현장 답사 쌍계사· 화개장터 등 자료집

6 21:00 도착

③ 지리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일시: 2015년 2월 24일(화) 08:30~21:00

-장소: 영남 서부권(지리산권)-경남 진주시·산청군·하동군 일대

-참여대상 : 사업단 참여교수, 국어국문학과 교수, BK사업단 계약교수, 참여대학원생,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등

-일정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현장학습프로그램은문화어문학의현장을방문하여문화어문학연구의실용화및현장과연계된교육방법론탐색의

기회로활용된다.지역의문화산업체와지역축제현장,문화정책연구기관등을 방문하여 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도록 한다. 현장 학습 프로그램은 학기당1회,연간2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2차년도에는 3회의 현장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먼저 청량산 일대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하여 

문화콘텐츠 산업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청량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이 진행되었다. 영남 동부권 지역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해당 지역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북문화콘텐츠진

흥원장 강연, 이현세 작가 강연 등을 통해 어문학 자산의 콘텐츠화 방안에 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화어문학 현장 답사는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의 후원으로 2014년 8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남명문

학 현장 답사를 겸한 하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참여 대학원생들은 텍스트 중심의 작품 이해에서 벗어나, 작품 

창작의 배경이 된 남명문학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당대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생성 기반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남명학연구원의 하계 세미나에서는 지리산권 산청 지식인에 의한 향촌교육 

문화 및 영남을 대표하는 선비정신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져, 사업단의 연구 주제인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

론적 접근을 위한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 번째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은 지리산권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영남 서부권의 사상적 특징을 이해하

기 위해 남명 조식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강연을 들었다. 또한 <토지문학관>, <쌍계사> 등 다양한 문학 현

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들은 지리산권 어문학 및 현장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를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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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겠-"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의

미학

한국어의미학

회 
43 247-270 201403 2 서은영 1

2
송기숙<녹두장군>의 민중 

역량 조직화 양상 고찰
동학학보 동학학회 30 363-393 201404 1 우수영 1

3
불온시 논쟁에 나타난 

문학의 존재론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

4
285-305 201406 2 류동일 1

4

다면적 주제의식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본 

<호질(虎叱)>의 작자 문제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0 145~176 201406 1 서정현 1

5

1920년대 초기 노동담론과 

김소월 시에 나타나는 

노동의 의미 

대동문화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

원

86 229-259 201406 1 김지혜 1

6
빅데이터 적정 텍스트 

추출을 위한 언어학적 접근 

텍스트언

어학

한국텍스트언

어학회
36 151-179 201406 3 이수진 1

7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한국사전

학
한국사전학회 23 232~262 201406 2

김예니

이수진
2

8
다의성과 다면성의 변별성 

연구

언어과학

연구
언어과학회 69 315~338　 201406 1

제갈

덕주
1

9
‘-도’의 문법범주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한국언어과학

회

21

/3
163-191 201408 1

제갈

덕주
1

10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어의 음운 현상 연구

국어학 국어학회 71 93-126 201409 2
김예니

김명주
2

11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 서설

정신문화

연구

한국학중앙연

구원

37

/3
225-256 201409 2 배준영 1

12
카프의 연극대중화론과 

아동극 <소년 구루마꾼>의 

한국극예

술연구

한국극예술학

회
45 35-62 201409 1 손증상 1

7)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

-참여대학원생 35명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19편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0.54편

(1)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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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3
최명희<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 문화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61 305-331 201409 1 우수영 1

14
전환기 김남천 소설비평의 

향방

현대문학

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

학회 
59 79-106 201412 1 류동일 1

15
조정래<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현대문학

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

학회 
59 183-203 201412 1 우수영 1

16
한국반공만화영화의 선전 

전략과 그 의미

한국극예

술연구

한국극예술학

회
46 131-162 201412 1 윤지혜 1

17

허주(虛舟) 이종악(李宗岳)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 

선비의 여가생활과 가치지향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2 303-328 201412 1 최은주 1

18
임화의 단편서사시의 의미와 

‘감정’의 분화 

현대문학

의 연구

한국문학연구

학회
55 401~428 201502 1 김지혜 1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평가

  2차년도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은 모두 19편으로, 1인당 환산편수는 0.54편이다. 기타대학원생의 논문 

게재 실적은 모두 25편으로 소속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논문 게재 실적은 44편이다. 소속학과 대학원생의 1인당 

논문 환산편수는 0.88편이다. 이는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2차년도 계획 1인당 환산편수 0.7편)를 초과 달성한 수

치이다. 전공 집담회 및 <학위논문지도> 수업을 통해 학술논문 지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연구 성과는 더욱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 또한 문화어문학에 부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대학원생 중 이수진의 논문은 텍스트 분석에서 나아가 언어를 통해 사회 현상 및 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김예니와 이수진의 논문 또한 전통적인 언어 분석 연구방법

에서 탈피하여 ‘신어’로까지 연구의 범주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언어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였

다. 참여대학원생 김지혜의 논문은 문학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 담론과 문학의 상호 연관성

을 검토하여 문학 작품 이해의 편폭을 확대하였다. 

 특히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칸 앞잘 아흐메드

의 논문은 한국과 인도의 문학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로, 외국인 인력의 장점을 잘 살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한 모든 연구 논문이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화어문

학에 대한 연구방법 모색과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 또한 문화어문학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한국의 <만세전>과 인도의 

<이것이 바로 나의 

모국이다>에서 나타난 시대 

상황 비교 연구

국제고려

학
국제고려학회

15

호
223-244 201403 1

칸 앞잘 

아흐메

드

1

(2)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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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자

수

저자 중 

소속학과 

대학원생

성명 수

1
국민극(國民劇)에 대한 지향, 

극예술연구회의 탄생

국어국문

학
국어국문학회

11

6
 29~356 201403 1 이민영 1

2
<昭君出塞圖>의 전래와 

제화시의 양상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

3
191~214 201403 1 손대현 1

3
한․중 감정 표현의 개념화 

양상- 미각어를 중심으로 - 

언어과학

연구
언어과학회 68 191~214 201403 1 석수영 1

4
장용학 소설언어의 탈영토성 

연구

현대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

학회
55 255-286 201404 1 류희식 1

5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문의 추출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0 91~111 201406 2 최준 1

6
한중 온감어의 감정 전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국어교육

연구
국어교육학회 55 181~210 201406 1 석수영 1

7

1940년대 전반기 

국민문학론의 혼란과 문학의 

가능성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61 295~333 201406 1 이상옥 1

8

채헌(蔡憲)의 

<석문정구곡도가(石門亭九曲

棹歌)>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0 203~223 201406 1 조유영 1

9

새로 발견된 광흥사廣興寺 

월인석보月印釋譜권21의 

서지書誌와 특성 

국학연구
학국국학진흥

원
24 9~33 201406 1 천명희 1

10

오대어부가구곡에 나타난 

오대의 문학적 형성화와 그 

의미

시조학논

총
한국시조학회 41 161-185 201407 1 조유영 1

11
박조열의 <오장군의 발톱>에 

나타난 고향의식과 근대성

반교어문

연구
반교어문학회 37 261-286 201408 1 이은하 1

12
조운 시조의 형식과 내용 

연구

한민족어

문학

한민족어문학

회
67 341-374 201408 1 이순희 1

13
말뭉치에 기초한 ‘몸’과 

‘마음’의 인지적 의미 연구

한민족어

문학

한민족어문학

회
67 115~139 201408 1 석수영 1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3) 기타 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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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옥루몽>을 통해 본 

고전소설 향유층의 성향과 

그 의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 

제2차 학술대회
20140405

한국문학언어

학회
1 서정현 1

2
『永嘉誌』 <樓亭>條의 선집 

의식을 통해 본 누정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도 제2차 학술대회
20140405

한국문학언어

학회
1 손유진 1

14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 

정신문화

연구

한국학중앙연

구원

37

/3
226~258 201409 2 배준영 1

15
프로연극운동의 또 다른 

지층 
상허학보 상허학회 42 307~338 201410 1 이민영 1

16
우리말샘 참고어휘의 

하위분류 방안 

언어과학

연구
언어과학회 71 151~174 201412 2 김령환 1

17
이병기 시조의 이미지와 

율격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

6
219~246 201412 1 이순희 1

18

<사씨남정기>에 투영된 

명가(名家)되기의 열망과 

17세기 노론 

척신(戚臣)가문의 지향의식 

고소설연

구

한국고소설학

회
38 195~224 201412 1 김위경 1

19

<젊은 세대의 백서>에 

나타난 자본주의와 

미국문화의 영향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

6
371~392 201412 1 이승현 1

20

한국전쟁을 통한 국민화에 

대한 거부와국가외부로의 

지향 

한민족어

문학

한민족어문학

회 
68 607~641 201412 1 류희식 1

21
김억의 근대적 민족시형의 

구상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63 255~289 201412 1 이상옥 1

22

1940년대 국민문학의 

모호성과 텅 빈 기표의 

정치성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2 555~582 201412 1 이상옥 1

23
현철의 ｢하믈레트｣ 번역과 

그 의의 

한국극예

술연구

한국극예술학

회
46 15~55 201412 1 윤민주 1

24

현철의 중역(重譯) 텍스트 

｢戱曲 사로메｣에 나타난 

중층성의 징후들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2 509~553 201412 1 윤민주 1

25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민요 전승양상의 

변화와 구연의 현재적 의미 

민속연구 민속학연구소 30 187~210 201502 1 류명옥 1

(4)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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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성격

3
통계적인방법에의한빅데이

터적정문서분류방법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  

제8차  학술대회
20140426

한국문학언어

학회
1 정의철 1

4 정지용과 조선지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  

제4차  학술대회
20140531

한국문학언어

학회
1 김지혜 1

5
최명희<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  

제4차  학술대회
20140531

한국문학언어

학회
1 우수영 1

6

19세기 후기~20세기  전기 

경상 방언을 반영한 

문헌어의 음운 현상 연구

국어학회 2014년  

여름학술대회

20140619~

20
국어학회 2

김예니
2

김명주

7
병서(兵書) 언해의 

군사문화 어휘 연구
국어사학회 학술대회

20140710~

11

국어사학회

전북대학교 

박물관

2

배준영

1
장유정

8
영남삼강록의 국어학적  

특징 및 문화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  

 제5차 하계학술대회
20140821

한국문학언어

학회
2

김예니
2

김명주

9
프로시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2014년 제1차 사업단 

학술대회
20140918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1 김지혜 1

10
퇴계와 高足의 독서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2014년 제1차 사업단 

학술대회
20140918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1 김종구 1

11
'콘텐츠'의 의미 확장에 

관한 사회·문화적 연구

2014년 제1차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20140918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1
제갈덕

주
1

12

‘별나라’의 ‘어린이’의 

제도적 장치 수용과 능동적 

주체 기획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 2014년도 

학술대회

20140926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1 손증상 1

13

虛舟 李宗岳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선비의 

여가생활과 가치지향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도 제6차 학술대회
20140927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1 최은주 1

14
한글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부사의 특성과 의미 기능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도 제7차 학술대회
20141101

한국문학언어

학회
3

김예니
2

김명주

15
한 · 중 계사 구문 대조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도 제7차  학술대회
20141101

한국문학언어

학회
1 탄나나 1

16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확장된 어휘 

단위의 유형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년도 제7차  학술대회
20141101

한국문학언어

학회
1 이수진 1

17
북한 뉴스 방송의 발화 

연구

한국사회언어학회 2014년 

가을학술대회
20141101

한국사회언어

학회
2 정성희 1



연

번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

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Usage Patterns of 

‘-keyss-’ regarding 

Text Genres in 

Korean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중국 2014.3.7~9.

The Hong 

K o n g 

Polytechnic 

University

2 서은영 1

2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 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중국 2014.3.7~9.

The Hong 

K o n g 

Polytechnic 

University

2 이수진 1

3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

난 중립국의 의미 연구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Young Scholars 

on Korean 

Studies 

러 시

아

2014.5.15~

16.

Moscow State 

University
1

Afzal 

Khan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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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E S C O 

Memory of the 

W o r l d 

Programme and 

the Korean 

Culture

대 한

민국

2014.10.13.

~14.
경북대학교 1 우수영 1

5

 A Comparative 

Study of Heroic Boy 

and Discourse about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

대 한

민국
2015.2.5. 경북대학교 1 윤지혜 1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에 대한 평가

  2차년도 참여대학원생의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모두 17편이다. 

  참여대학원생 중 손유진이 발표한 논문은 안동지역의 사찬읍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문학 텍스트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읍지로까지 그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예니와 김명주는 경상방

언, 영남삼강록 등 영남지역의 언어자산을 대상으로 국어학적인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영남지역의 문화까

지도 고찰하고자 하여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참여대학원생들은 꾸준히 문화어문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천착은 이후 사업연도에 논문 생산으로 이

어질 것이다. 

(5)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① 연구재단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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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in Feature 

Animation of Korea 

and Japan

s-Cultural 

Approach on 

K o r e a n 

Literature

6

The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war novels about the 

Korean War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Cros

s-Cultural 

Approach on 

K o r e a n 

Literature

대 한

민국
2015.2.5. 경북대학교 1

티엔즈

윈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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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

s-Cultural 

Approach on 

K o r e a n 

Literature

대 한

민국
2015.2.5. 경북대학교 1 김지혜 1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에 대한 평가

  2차년도에는 모두 10명의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이 중 7건은 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

회 요건(4개국 이상 참여,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을 충족한 학술대회였다. 

사업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또한 사업단 참여인력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미국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 일본에서 개

연

번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

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20世紀前期の日本語学

習書におけるハングル音

注表記に関する研究

第65回朝鮮學會大

會
일본

2014.10.4.~

5.
朝鮮學會 1 김명주 1

2

A Study on the 

Extended Lexical 

Units of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미국
2014.11.4.~

8.

한국학중앙연구

원, University 

of Hawaii

3 이수진 1

3

Characteristics of 

Adverbs and their 

Semantic Function in 

Traditional Korean 

Culinary Manuscripts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미국
2014.11.4.~

8.

한국학중앙연구

원, University 

of Hawaii

3

김예니

2

김명주

② 기타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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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된 제65회조선학회대회는 한국학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이다. 참여대학원생이 세계한국학대회 및 조선학회

대회에서 발표한 것은 사업단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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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전요한씨와 경북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사업단’의 우수영 씨 등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면서 탁월

한 연구성과를 거둔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26인이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2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BK21 플러스 우수연구인력 표창 시상식’을 개최

했다. 1999년 BK21 사업이 출범한 이래 참여인력들에게 시상한 것은 처음이다.

BK21 플러스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로 구성된 사

업단(팀)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 통해 매년 과학기

술분야 1만2880명, 인문사회분야 2040명 등 석박사급 창의인재 약 1만4900여명이 연구지원비를 받고ㅊ있다.

이번 표창을 위해 총 545개 BK21 플러스 사업단으로부터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을 추천 받았다. 표창심사

위원회의는 추천된 총 61개 대학 319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인터넷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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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 않

은 순수 국내파 학생”이라며 “박사과정동안 BK21 플러스 지원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쌓았던 다양한 경험을 토

대로 이번에 구글 본사에 취업하게 됐다. 국내 박사로서도 해당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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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풀뿌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

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2차년도에는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모두 1차년도에 비해 양적으로 향상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내용 또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참여대학원생 중 우수영은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2차년도 BK21플러스 우수인력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표창은 1999년 BK21사업 출범 이래 참여인력에 대한 첫 번째 시상으로 교육부와 한구연구재단이 BK21플러스 사

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발전가능성 높은 인재들을 발굴하고자 마련

했다.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총 545개 사업단으로부터 추천받은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표창

심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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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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교육부차관은 “한 개인이 연구자로서 성장하는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BK21 플러스 사업

의 진정한 목표”라며 “젊고 역량 있는 연구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교육부의 소임으로 여기고 있으니,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래는 표창 수여자 명단.

△임안숙 씨(서울대 지구환경과학사업단) △서순범 씨(성균관대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 △하태갑 씨

(부산대 수리과학 고급인력 양성사업단) △조윤주 씨(경북대 미래지향 화학소재사업단) △전요한 씨(연세대 인

간중심 미래컴퓨팅 사업단) △김일남 씨(포스텍 환경에너지기후 시스템연구 사업팀) △김승일 씨(서울대 작물 

유전체 육종 연구팀) △이찬규 씨(서울대 창의적 글로벌 약학연구자 양성 사업단) △조용주 씨(단국대 유기 광

전자 기능소재 인력양성팀) △박명진 씨(충북대 BK21충북정보기술사업단) △Girdhari Chaudhary씨(전북대 

HOPE-IT 인력양성사업단) △이승재 씨(부산대 첨단 기계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단) △이종길 씨(경북대 의생명

융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단) △박기훈 씨(영남대 혈청 바이오메디칼 연구 및 전문인재 육성 사업팀) △고혜정 

씨(서울대 미래교육디자인 연구사업단) △김기호 씨(중앙대 탈 자기중심적 사회문제 중재심리전문가 양성사업

팀) △정유경 씨(연세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지식 정보서비스 사업팀) △한석원 씨(충북대 사회적 통합을 위

한 융합형 심리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우수영씨(경북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양성사업단) △최민섭 

씨(성균관대 미래 나노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단) △손민성 씨(고려대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

업단) △김정현 씨(부산대 에너지·자원개발용 조선해양플랜트 미래기술인력 양성사업단) △신혜영 씨(KAIST 

지속가능한 에너지과학 공학 사업단) △은경태 씨(서울과기대 창조가치선도를 위한 과학기술·문화컨텐츠 기반 

컨버전스형 심화교육 시스템 사업단) △비벡 라즈스레스터 씨(광운대 나노구조물 기반 LED 소자/모듈을 이용

한 홀로그램 응용 연구 핵심인력 양성 사업단) △나누리 씨(KAIST 디자인 3.0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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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구

책임자

성명

주관

부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시작일 종료일

1 박지애
한국연

구재단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의 민요전승과 소통-

고령군, 경산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20140501 20150430 단독 9,000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

자

수

1 박지애

사례를 통해 본 여성민요의 소통과 

전승 현장-고령군, 경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

화연구

한민족문화학

회
46 157-187 20140630 1

2 홍미주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

학

한국사회언어

학회

22-

1
281-307 20140430 1

3 홍미주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방언학 한국방언학회 20 381-411 20141231 2

연번 이름 전공 연구분야

1 박지애 고전문학 (고전시가, 구비문학) 영남지역 구비문학 연구

2 홍미주 국어학 (음운론, 방언학)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음운변이 연구

6.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실적

1)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확보

                                                                                                   

                  

2) 신진연구인력 연구 지원

- 연구 공간 및 연구 관련 기자재 제공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 지원

-논문 게재료 지원

-현장 조사 여비 지원

-연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3)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수주 실적

4) 신진연구인력 논문 게재 실적



- 66 -

새로운 모델 연구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엄격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1차년도에 3명의 신진연구인력

을 확보하였다. 신진연구인력은 영남지역문화어문학자료조사및질서화,이론개발과연구 등에 참여하고, 문화어

문학전문인력양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구성하고 실행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신진연구인

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에 대한 연례 평가 체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신진연구인력 2명을 확보하여, 2명의 계약교수가 활동을 하고 있다. 1차년도에 비해 1명의 연구 

인력이 줄어든 것은 사업 신청 당시 등록 대학원생 수에 착오가 생겨 신청 시 예산보다 사업비가 축소되어 사업

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업비 축소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대

학원생 학술 활동 지원 및 국제화 활동에 사업단 예산을 더 집행하기 위해 신진연구인력의 수를 축소하게 되었

다.  

  사업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공간과 필요 기자재를 제공하였고, 논문 게재료 및 국내와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을 지원하였다. 이

와 같은 여러 지원을 바탕으로 신지연구인력은 계획한 목표보다 초과한 연구 실적을 2차년도에 산출하였다. 이러

한 2차년도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2차년도 종료 시점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두 명의 신진연구인력은 2차년도에 1인당 논문 2편을 게재하고 저서 총 3권을 저술하여, 신청서에 명시한 연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박지애는 ｢사례를 통해 본 여성민요의 소통과 전승 현장 -고령군, 경산시의 사례를 중

심으로 -｣를 통해 영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시집살이노래를 대상으로 현재의 여성민요가 어떻게 소통되고 전승되고 

있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민요의 구조나 미의식 등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지역민이 

실제로 민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로서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의 현실적 실천을 모

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홍미주는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구 지역어의 음운

변이를 언어학적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지역인의 언어 의식 및 태도를 고려하여 언어 분석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홍미주와 백두현 사업단장이 공동으로 쓴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는 각 지

역에서 간행되고 있는 지방지가 해당 지역의 언어문화를 반영해야 함을 지적하고, 언어문화가 반영된 지방지 집

필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사업단장과 계약교수가 사업단이 제안하고 있는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을 적용

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신진연구인력이 저술한 저서는 총 3권이다. 박지애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에서 출간한 민요와 소리꾼의 

세계의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영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여성민요를 대상으로 현장론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또

한 근대 대중매체와 잡가에서는 전통적인 노래 갈래가 쇠퇴하는 20세기 초, 전통 시가 장르인 잡가의 지속과 

변모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의 텍스트 중심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 유성기음반, 라디오방송, 노래책 등 근

연

번
이름 저서명 출판사 ISBN 쪽 발행연월일

총 저자 

수

1 박지애 민요와 소리꾼의 세계 민속원 978-89-285-0640-8 73~90 20140901 8

2 박지애 근대 대중매체와 잡가 역락 979-11-5686-151-5 263 20150110 1

3 홍미주 대구경북 언어 연구 다운미디어 979-11-8550-308-0 268 20141128 9

5) 신진연구인력 학술 저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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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중매체를 활용한 노래문화에 주목하여 잡가의 다기한 양상을 포착하였다는 측면에서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

합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홍미주는 대구경북학회가 출간한 『대구·경북 언어 연구』의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대구 

지역의 언어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글을 실었다.   

  본 사업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박지애의 

연구 과제는 영남지역에 전승되는 민요에 대한 연구로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성이 깊다.

  본 사업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은 2차년도 동안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은 전공별 매월 1회(해당 기간 전체 

36회)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전공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전공 집담회는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어문학의 학문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신진연구인력은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하여 대학원생 상호간의 소통 및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학문적 소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

였다.

 이상의 연구 성과와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업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

로 한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하며,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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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역량 향상 

1) 사업단 내 협력체계 구축

(1) 사업단의 구성

-단장(총괄책임): 백두현 교수

-실무추진위원:김재석, 김주현, 정우락, 박현수, 남길임, 김덕호교수

-자문위원:이상규, 김기현 교수 및 관계기관장

-자체평가위원:교내인사1인(경북대학교 철학과 김석수 교수)

               교외인사2인(군산대학교 류보선 교수, 연세대학교 강현화 교수)

               사업단 참여교수 3인(백두현, 정우락, 남길임 교수)

(2) 연구 분과 

  본사업단은교육과연구과정에따라자료조사및질서화→문화어문학이론개발및연구→실용화및국제화로나눌수

있다.이러한과정에따라본사업단을세분과로구분하고,참여교수의학문적특성을고려하여분과별책임교수를선정하였

다.그러나세분과는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상호유기적관계를이루며서로협력보완하는구조를지닌다.

㉮자료조사및질서화:박현수, 김덕호교수

영남지역어문학에대한문화적요소를추출하여질서화하는일을주관한다.

㉯이론개발및연구:김주현, 정우락교수

추출된자료를통해문화어문학의이론개발및적용등연구를주관한다.

㉰실용화및국제화:김재석, 남길임교수

질서화된자료와연구결과를토대로한국어문학의실용화및세계화작업을주관한다.

 사업단 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신청서에 명시한 대로 세 개의 연구 분과를 구분하고, 분과별 책임 교수(정우락, 박현수, 남길

임)를 선정하였다. 또한 단장, 분과별 책임 교수, 신진연구인력으로 실무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 1회 주례회

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사업단의 연구와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조율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 전체 인

력이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의 성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교내외 자체평가위원들은 사업단의 1차년도 사업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단

이 목표로 하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조언을 얻어 2차년도 사업 수행 

시 보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사업단은 사업단 내부 및 외부 인력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 수행

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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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설정에 따른 연구 추진에 대한 평가

▪주제: 지역 어문학의 문화 기반

▪주제: 청량산의 문화어문학적 발견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3시 30분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주제 발표 

13:30-14:10, 류명옥(폴리텍대), 퇴계설화를 통해 본 청량산의 공간인식 연구

            토론 : 김재웅(경북대), 류귀영(금오공대)

14:10-14:50, 최은주(경북대), 허주 이종악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선비의 여가생활과 가치지향 

             토론 : 손유진(경북대), 이미진(경북대)

□ 일반 발표 

14:50-15:30, 이윤선(동국대), 처용가의 미적 고찰에 관한 시론적 접근

             토론 : 김성은(경북대), 이순희(경북대) 

            휴식[15:30-15:40]  

15:50-16:30, 최형우(경북대), <광대모연가>, <장안걸식가>를 통해 본 19세기 모연가사의 특징

            토론 : 손대현(경북대), 이승준(충북대)

16:30-17:10, 조현영(경북대), <하진양문록>에 나타난 젠더 역전의 효과와 의미

             토론 : 김나혜(대구보건대), 김은일(충북대)

17:10-17:50 정희경(경북대), 17, 18세기 국문장편소설의 가부장 형상에 나타나는 의미

            토론 : 김정선(충북대), 서정현(3사관학교)

 본 사업단에서는 신청서에 명시한 대로 영남의 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차년도 

에는 청량산(영남 동부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문학언어학회 학술대회 ‘지역어문학의 

문화 기반’에 사업단의 참여 인력이 중심이 되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업단이 설정한 영남 동부 권역의 연구를 위해 ‘청량산의 문화어문학적 발견(2014년 9월 27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영남 동부 권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의 특징과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어문학 연구를 위해 ‘지역 어문학의 문화 기반’이라는 주제로 

사업단 참여인력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기획· 진행하였다.

2) 영남의 권역 설정과 이를 고려한 연구 추진

  본사업단은낙동강을중심으로영남의권역을양분하던전통적방법론을발전적으로계승하여중간융합지대를다시설정

하였다. 본 사업단은 이권역의문화적특성을고려하여연구를 추진하며, 각권역에대해자료조사및질서화→문화어문

학이론개발및연구→실용화및국제화방안모색의방법론을적용하고자 하였다. 

-영남동부권역:낙동강상류와영남좌도를포괄하는청량산권 (안동,봉화,영주,영양등)

-영남서부권역:낙동강하류와영남우도를포괄하는지리산권 (진주,하동,산청,함양등)

-영남중부권역:낙동강중류와영남좌우도를융합하는가야산권 (대구,성주,합천,고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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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8월 21일(목) 10시

▪장소: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101호, 201호, 301호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 기획주제 발표 ----------------------------- 사회 : 박정선(창원대)

10:20~11:00 경북지역 구비문학의 문화기반-그 생성과 소멸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기현(경북대) 

11:00~11:40 부산 지역 언어와 문학의 문화 콘텐츠화와 도시 브랜드화

            발표자: 민병욱(부산대)

11:40~12:20 방언조사를 위한 지역 언어문화 기반,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사)경남방언연구보존회’ 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자: 김정대(경남대)

□ 분과별 발표 : 국어학 분과 --------------------- 사회: 김덕호(경북대)

14:00~14:40 무등산권 지명에 새겨진 문화인식

            발표자: 이숙현(전남대)·손희하(전남대)

            토론자: 이장희(경북대)

14:40~15:20 한국과 일본의 언어 경관으로 살펴본 문화기반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언어적 오용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자: 양민호(성결대)

             토론자: 송지혜(경북대)

15:40~16:20 언간에 나타난 생활문화와 언어문화

             발표자: 박부자(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백두현(경북대)

16:20~17:00 영남삼강록의 국어학적 특징 및 문화 연구

             발표자: 김예니(경북대)

             토론자: 홍미주(경북대)

□ 분과별 발표 : 고전문학 분과 ------------------사회: 서혜은(경북대)

14:00~14:40 古조리서로 본 宗家의 살림문화

            -『需雲雜方』,『음식디미방』,『蘊酒法』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난수(성균관대)

             토론자: 추제협(계명대)

14:40~15:20 경북지역 시가문학의 문화기반

             발표자: 정한기(전주교대)

             토론자: 박상영(대구가톨릭대)

15:40~16:20 지역 구비문학의 문화기반

             발표자: 이영식(강릉원주대)

             토론자: 박지애(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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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7:00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의 종류와 향유층

             발표자: 김재웅(경북대)

             토론자: 백운용(동국대)

□ 분과별 발표 : 현대문학 분과 -------------------- 사회: 김종현(경북대)

14:00~14:40 북선의 지역극장 원산관 연구(1912~1945) 

             발표자: 김남석(부경대)

             토론자: 이정숙(경북대)

14:40~15:20 김동리와 다솔사

             발표자: 김주현(경북대)

             토론자: 박종홍(영남대)

15:40~16:20 일제 강점기 프로시와 모더니즘 시의 경성 거리 이미지 비교 연구

             발표자: 이성혁(한국외대)

             토론자: 김지혜(경북대)

16:20~17:00 해방이후 대구지역 아동문단의 형성과 전개

             발표자: 김종헌(대구교대)

             토론자: 류동일(경북대)

 

         

3)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6회 개최

-사업단 전국 학술대회 1회 개최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회 개최

(1)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6회)

⓵ 고전문학

<3월 학술대회>

▪주제: 고전문학의 문화어문학적 접근

▪일시: 2014년 4월 5일(토) 14시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기조 발표

14:00-14:40, 김기현(경북대), 문화로 읽는 고전문학

□ 논문 발표 

14:40-15:20, 손유진(경북대), <<永嘉誌>> <樓亭>條의 선집 의식을 통해 본 누정 공간의 성격

             토론: 백운용(경북대), 양승호(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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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00, 조유영(경북대), 채헌 <石門亭九曲櫂歌>의 구곡시가적 성격과 창작의식

             토론: 백순철(대구대), 전계영(충북대)

16:20-17:00, 유귀영(금오공대),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여성 인식과 그 의미

             토론: 류명옥(폴리텍대), 조현영(경북대)  

17:00-17:40, 서정현(경북대), <옥루몽>을 통해 본 고전소설 향유층의 성향과 그 의미 

                            -20세기 중반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토론: 김재웅(경북대), 김위경(경북대)

<9월 학술대회>

▪주제: 청량산의 문화어문학적 발견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3시 30분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주제 발표 

13:30-14:10, 류명옥(폴리텍대), 퇴계설화를 통해 본 청량산의 공간인식 연구

            토론 : 김재웅(경북대), 류귀영(금오공대)

14:10-14:50, 최은주(경북대), 허주 이종악의 한시를 통해 본 18세기 영남선비의 여가생활과 가치지향 

             토론 : 손유진(경북대), 이미진(경북대)

□ 일반 발표 

14:50-15:30, 이윤선(동국대), 처용가의 미적 고찰에 관한 시론적 접근

             토론 : 김성은(경북대), 이순희(경북대) 

            휴식[15:30-15:40]  

15:50-16:30, 최형우(경북대), <광대모연가>, <장안걸식가>를 통해 본 19세기 모연가사의 특징

            토론 : 손대현(경북대), 이승준(충북대)

16:30-17:10, 조현영(경북대), <하진양문록>에 나타난 젠더 역전의 효과와 의미

             토론 : 김나혜(대구보건대), 김은일(충북대)

17:10-17:50 정희경(경북대), 17, 18세기 국문장편소설의 가부장 형상에 나타나는 의미

            토론 : 김정선(충북대), 서정현(3사관학교)

⓶ 국어학

<4월 학술대회>

▪일시: 2014년 4월 26일(토) 14시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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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발표 

14:10-14:50 정의철(경북대), 통계적 방법에 의한 빅데이터 적정분류 방법

            토론 : 서은영(경북대) · 이수진(경북대)  

14:50-15:30 우문정(경북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음연구

                           -중성 및 종성과 관련된 음운변동을 중심으로-

            토론 : 김예니(경북대) · 장유정(경북대)

15:40-16:20 임태성(경북대),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기사문에 나타난 논쟁 분석

            토론 : 김령환(경북대) · 제갈덕주(경북대)

<10월 학술대회>

▪일시: 2014년 11월 1일(토) 14시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론 개발을 위한 특강 

14:10-14:50,  백두현(경북대)·배준영(경북대), 한글 문헌의 문화 중층론적 연구 방법 서설

□ 자유 발표 

14:50-15:30, 이갑진(금오공대), 경북방언 자유발화의 단계적 하강

             토론 : 안주현(대구 폴리텍대), 이민주(경북대)

15:30-16:10, 탄나나(경북대), 한 · 중 계사 구문 대조 연구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토론 : 최준(대구교대), 이철희(경북대) 

            휴식[16:10-16:20] 

16:20-17:00, 이수진(경북대),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확장된 어휘 단위의 유형 연구

             토론 : 김령환(대구대), 한송이(경북대)

17:00-17:40, 김명주(경북대), 한글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부사의 특성과 의미 기능

             토론 : 배준영(경북대), 박지수(경북대)

⓷ 현대문학

<5월 학술대회>

▪일시: 2014년 5월 31일(토) 13시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논문발표

13:40-14:20, 윤민주(대구과학대), 한·일 셰익스피어극 수용 양상 비교 연구

             토론 : 김남석(부경대),       사회 : 이정숙(경북대)  

14:20-15:00, 김지혜(경북대), 조선지광 시 연구-정지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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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이상옥(동국대),       사회 : 권유성(경북대)

15:00-15:40, 우수영(경북대), 최명희 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

             토론 : 김도경(경북대),       사회 : 김경미(경북대)  

16:00-16:40, 강현조(연세대), 근대 초기 활자본 소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일고찰-1910년대 발표 작품을 중심으로

             토론 : 김종현(경북대),       사회 : 김경미(경북대) 

16:40-17:20, 이원동(경북대), 참조와 인용의 글쓰기-1920년대 박영희 신경향파론 다시 읽기

             토론 : 박정선(창원대),       사회 : 김경미(경북대)  

17:20-18:00, 김재석(경북대), 토월회 번역극 연구

             토론 : 조보라미(영남대),     사회 : 이정숙(경북대)

<11월 학술대회>

▪일시: 2014년 11월 29일(토) 13시 30분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자유 발표 

13:40-14:15, 김주현(경북대), '선금술'의 문제에 대한 상고(詳考) 

             토론 : 이호룡(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회 : 김도경(경북대)   

14:15-14:50, 이승현(대구교대), 이근삼 초기 희곡 연구 

             토론: 김경남(영남대),          사회 : 윤민주(경북대)   

14:50-15:25, 배지연(경북대), 최인훈 소설의 언어인식과 글쓰기 방식 연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토론: 이은영(경북대),          사회 : 김도경(경북대)  

             휴식(15:25-15:40)  

15:40-16:15, 권유성(경북대), 1920년대 정지용 시의 리듬 의식 연구 

             토론: 염철(경북대),            사회: 이상옥(경북대)   

16:15-16:50, 송민호(단국대), 죽음의 세계와 전이의 상상력

             -이상문학에 나타난 유계의 의미지평들 

             토론: 김지혜(경북대),          사회: 전은경(경북대)

16:50-17:25, 박상준(포항공대), 한설야 소설 '황혼' 다시읽기 

             토론: 이원동(경북대),          사회: 전은경(경북대)  

17:25-17:5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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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Korean Culture and Gustatory Imagination

 (14:00 Welcome and opening address)

Time Speakers Titles Discussants Chair

14:20-15:20

Sven Osterkamp

(Bochum University, 

Germany) 

*interpretor:
Kim Yeong-m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pproaching the Korean Language 

and Script through Cultural 

Heritage

Choi Dong-ju

(Department of 

K o r e a n 

Language and 

Literature, 

Yeungnam 

University, 

Korea) 

 

Nam Gil-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 n 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15:20-16:20

Wada Tomomi

(Toyama University,  

Japan)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Dietary Culture  -What do the 

characters eat?

P a r k 

Jeong-seon

(Department of 

K o r e a n 

Language and 

Litera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Coffee break (16:20-16:30)

16:30-17:10

Hong Mi-j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Song Hyun-ju

(College of liberal 

arts, Keimyung 

University, Korea)  

Sociocultural Aspects of Food 

Product Names in Korea

Kim  Uk-jo

(Department of 

K o r e a n 

Language and 

Literature, 

Dongguk 

University, 

Korea) 

Song Ji-hye

(Department 

of Liberal 

Arts & 

Teacher 

Training , 

K u m o 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 17:10-17:50

Woo Soo-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A Study of the Korean Food 

Culture in Park Kyeung-lee's 

<To-ji> and Cheo Myoung-hyee's 

<Hon-bul>

Park Seon-hui

(Department of 

K o r e a 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14 Oct. (Tue)

Session 2 : The Value of the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as a Candidate for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9:30 Welcome and opening address)

Time Speakers Titles Discussants Chair

9:40-10:10 Paek Doo-hyeon Historical Changes in Culinary key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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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Manuscripts under the Joseon 

Dynasty and the Status of the 

Gyeongbuk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speech

Jeong 

Woo-la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10:10-10:50

Nam Kwon-he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Analysis of the Korean heritage 

presently includ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nd the 

Blueprint for adding the Gyeongbuk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to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Chung 

Jae-young

(School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Korea)

10:50-11:50

Harada Nobuo

(School of Asia 21, 

Kokushikan 

University, Japan)

*interpretor: Komiya 

Hidetaka(Keimyung 

University)  

Nature and Meaning of the 

Japanese cookery books in the 

Kamakura, Muromachi, and Edo 

periods

Lee Jun-sop

(Department of 

Japanes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Lunch (11:50-13:30)

13:30-14:30

Zhao Jianmin

(Nutrition and 

Culinary Arts 

Department, 

Shandong College of 

Tourism & 

Hospitality, China) 

*interpretor: Kang 

Ho-suk(Yeungnam 

University College)

A Cultural Interpretation of Qimin 
yaoshu through the Lens of the 
Chinese Dietary Development

Meng Wei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Kim Gi-hy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14:30-15:10

Joo Young-ha

(Anthropology · 

Folklor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Gyeongbuk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for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 the Examples 

of Suunjapbang (需雲雜方) and 
Eumsikdimibang (음식디미방)

Oh 

Young-kyun

(School of 

International 

Letters and 

Cultures,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15:10-15:50

Bae Young-dong

Department of 

Folklo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Gyeongbuk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and the Socio-cultural 

Basis for Registering Them as the 

Memory of the World

Lee Nan-su

(Department of 

Eastern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Coffee break (15:50-16:00)

16:00-16:40
Chung Hae-kyung

(Department of Food 

Globalization ofthe Korean Cuisine 

and Application of the Gyeongbuk 

Kim 

Gwi-young

Cha 

Gyung-hee



and Nutrition, Hoseo 

University, Korea)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Department of 

Food and 

Food Service 

Indu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Department 

of Korean 

Cuisine, 

Jeonju 

University, 

Korea)

16:40-17:20

Huh Sung-mee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ong 

Science College,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oking 

Science in the Gyeongbuk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of 

Eumsikdimibang (음식디미방) and 
Suunjapbang (수운잡방)

Han 

Gyeong-phile

(Division of 

Food Service 

Industry, 

Uiduk 

University, 

Korea)

2월 5일(목)  

 

Session Ⅰ

시간 발표자 발표주제 토론자 사회

10:00-10:45

Cui Yushan

(Beijing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Danjae Literature and Beijing City 

Culture

Kim Hyeonju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im Joohye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45-11:30

Nam Bujin

(Shizuoka 

University)

The Cross-cultural Literary 

Genealogy of Lee Kyungshu: A 

Study Focusing on Le Bon, 

Natsume Soseki, Luxun, and 

Homma Hisao

Kwon Jeonghui

(SungKyunKwa

n University)

Break (11:30-11:40)

11:40-12:25 Nguyen Thi Hien Literary salon in Korean and Kim Jaeseok Kim Joohyeon

② 제2회 국제학술대회

<대회 개요>

▪주제: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Cross-Cultural Approach on Korean Literature)

▪일시: 2015년 2월 5일(목)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2층)

▪주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발표: 총 10개 발표, 중국･일본･베트남･한국 4개국 참여, 외국 소속 학자 4명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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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Chi Minh City 

N ati o n al 

University)

Vietnamese modern literature - 

Gyeongseong's Cafe and Hanoi's Ca 

tru Hous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2:25-1:10

Yoshikawa Nagi

(Rikkyo University)

Koh Han Yong, The First Dadaist in 

Korea

L e e 

Seonghyeok

( Hankuk 

University of 

Foreig n 

Studies)

Lunch (13:10-14:10)

Session Ⅱ 

시간 발표자 발표주제 토론자 사회

2:10-2:45

Park Myeongjin

(J u n g a n g 

University)

The Study on the Meaning of Time 

Travel in the Time Slip Drama - 

focussing on <Choice of Mirae>

Yoon Seokj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Hyeonso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45-3:20
Kwon Boduerae

(Korea University)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n 

Novel during the Colonial Period

Kim Gyeongm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20-3:55

Bang Minho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textuality of Lee Sang’s 

literature-Lee Sang’s ｢Wing｣ and 

Dostoevsky’s ｢Note from 

underground｣

So Raeseop

(University of 

Ulsan)

Break (15:55~16:05)

4:05-4:40

Yun Jihye

(Kyungpook 

N ati o n al 

University)

A Comparative Study of Heroic Boy 

and Discourse about Children in 

Feature Animation of Korea and 

Japan

Park Sangw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Hyeonso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4:40-5:15

Tian Zhiyun

(Kyungpook 

N ati o n al 

University)

The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war novels about the 

Korean War

An Miyeong

(Konkuk 

University)

5:15-5:50

Kim Jihye

(Kyungpook 

N ati o n 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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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Sangok

(Dong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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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을 위해 세 단계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세 

단계의 학술대회는 연 2회 실시하는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연 1회 실시하는 전국 학술대회, 단계별 1회 실시하

는 국제학술대회로 구분된다. 2차년도에는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를 6회, 전국학술대회 1회, 국제학술대회 2회, 총 

9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는 전공별로 2회씩, 총 6회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공별 자체 학술대회를 통해 전공 분야에 

적합한 문화어문학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제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4월 학술대회 ‘고전문학의 문

화어문학적 접근’과 9월 학슬대회 ‘청량산의 문화어문학적 발견’에서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용

해 보는 다양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11월 학술대회에서는 백두현 사업단장이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론 개발을 

위한 특강’을 하여 국어학 분야에서의 문화어문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사업단 전국 학술대회는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 Ⅰ’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남길임 교수는 문화어문

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말뭉치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발표를 하여 말뭉치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을 확장

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학 전공 참여대학원생들의 발표는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을 각 

전공에 적용해 본 것으로, 이 발표를 통해 사업단이 지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국 학술대회에서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의 참여인력이 발표

를 하여 두 사업단이 각 지역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국제학술대회는 제1회 ‘세계기록유산과 한국 문화’, 제2회 ‘한국문학의 비교문화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2차례 

개최되었다. 제1회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문화, 음식, 세계기록유산’이라는 키워드를 관통하는 발표를 통해 세계의 

음식문화 및 한국어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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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에서는 이상의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해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

준히 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적 연구 성과

를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1) 학내협력기관

:인문과학연구소,영남문화연구원,한국어문화원 등

- 남길임 교수는 인문과학연구소의 운영위원, 백두현 교수와 정우락 교수는 영남문화연구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

서 지속적으로 사업단과의 교류 및 협력을 모색하였다. 김재석 교수는 한국어문화원 원장으로, 한국어문화원에서 실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사업단 인력이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정우락 교수는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영남문화연구원의 ‘경북 주요 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4~5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의 종가는 유교문화의 구심적 존재로, 영남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를 보존한 곳이다. 경북의 주요종

가에 대한 소개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본 사업은 종가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존과 계승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종가는 영남을 대표하는 주요 고전작가들의 출신 기반이며,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곳

이므로 종가문화에 대한 이해는 영남지역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배경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

히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종가의 제사문화 및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는 영남의 문학 작품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가

능케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2) 학외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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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 동의서

 본 기관은 지역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해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BK21 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

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과 아래와 같이 상호 교류 및 협력할 것을 동의합니다.

(협력 기간: 2014. 12. 1. ~ 2020. 8. 31.)

※ 상호협의를 통해 연장 가능

■ 교류 및 협력 내용 ■

◎ 상호간 정보 및 자료 교류 

◎ 협력 기관간의 인적 교류

◎ 교육 지원 및 학술 연구를 위한 협력

◎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협력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 기타 필요한 사항

2015년  2월   4일

    협력단체명 협력단체명 : : 동리목월문학관동리목월문학관

:한국국학진흥원,한국선비문화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남명학연구원, 더아이엠씨(주), 한국

패션산업연구원, 국립국어원,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국립한글박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정책과, 사천문화원,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

원, 남명학연구원, 북구문화원, 임고서원, 영덕문화원, 진주문화원, 동리목월문학관 등

① 영남 지역 외부 기관과의 교류 확대

 영남 지역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해 아래 문화원, 문학관 등과 ‘상호 교류 및 협

력 동의서’를 받고,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과의 MOU 체결을 통해 영호남 지역의 어문학 자산 연구 

및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상호 교류 및 협력 동의

- 대상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원, 대구

광역시 북구문화원, 남명학연구원, 임고서원,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경상북도 청송문화원,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동리목

월문학관 

- 동의 내용: 상호간 정보 및 자료 교류, 협력 기관간의 인적 교류, 교육 지원 및 학술 연구를 위한 협력,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협력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을 협  

             력하는 동의서 작성

■ 지역 문화원과의 MOU 체결

-대상 기관: 경상북도 상주문화원(2015년 2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2015년 2월 26일)

-협약 내용: 상호간 정보 및 자료 교류, 협력 기관간의 인적 교류, 교육 지원 및 학술 연구를 위한 협력,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협력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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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사업단과의 MOU 체결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과의 MOU 체결(2014년 9월 18일)

-협정 내용: 상호 교류 및 학술지원, 연구 성과의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 기반 조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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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학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예비 활동

백두현

1

학외 기관 국립한글박물관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한글고문헌의 가치와 전시 방법

2

학외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한글박물관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중 원천 콘텐츠 개발

남길임

1

학외 기관 더아이엠씨(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지역특화산업 제안서 작성 회의: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더아이엠씨(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연구진 업무 분장

한국어 패션, 어패럴 관련 감성어휘 분석의 필요성 및 업무 추진 과정 협의

2
학외 기관 울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

공동연구 내용 및 한국연구재단 공동 과제 제안을 위한 “과학용어 DB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③ 학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예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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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논의 내용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3

학외 기관 ‘더아이엠씨(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시장창출형 창조기술 개발’ 과제 심사 및 협약 관련 회의: 경

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더아이엠씨(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어패럴 산업의 Customizing Marketing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의 

MISP(Marketing Intelligence Service Platform)개발”

김덕호

1

학외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4년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논의

2

학외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사)이효석문학선양회,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강원 언어문화 행사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논의

3

학외 기관 국립국어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4 전국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참가 및 수상작품  

발표회 개최 논의

김주현 1

학외 기관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단재 신채호 선생 독립운동 기념장소 네트워크화 사업’의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의 단재 유적지 조사 사업 수행

정우락

1

학외 기관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청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제2회 인문으로 만나는 한·중 청년 포럼

-한국국학진흥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한·중 청년 포럼 기획

2

학외 기관 남명학연구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남명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선비문화기획 및 편집

남명학연구원에서 기획하는 남명학과 현대사회출간 사업 연구책임자(2014

년 7월~12월) 

3

학외 기관 남명학연구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남명학연구원의 전국학술대회 “남명학의 문화론적 접근”(2014.12.12.) 기획

4

학외 기관 사천문화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사천문화원의 학술대회 “구암 이정의 문학과 성리학 진흥”(2014. 12.13) 기획

-백두현 교수는 한글박물관의 위촉을 받아 국립한글박물관의 개관을 위해 전시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한글과 한글 고

문헌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글박물관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중 원천 콘텐츠 개발’

을 통해 훈민정음, 세종대왕, 석보상절, 무예도보통지언해 등 한글 문헌을 대중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원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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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수

연

번
일시 및 장소 강연 주제 강연 내용 주최

백두현

1
2013.8.1.

경산문화원

한글 편지로 본 선비 문

화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담긴 선비의 삶과 사

고 방식, 생활문화, 음식문화

경북 경산시

경산문화원

2
2014.4.8.

임고서원

한글 편지로 본 영남 선

비가의 언어 예절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화법과 경어

법, 상하간의 인간 관계, 말씨에 나타난 예

절

경북 영천시

임고서원

3
2014.5.19.

경산문화원

경상도 사람들의 언어 

예절 

영남 방언의 특성과 지리적 형세를 관련지

어 경상도 사람들의 언어적 특성, 지역 방

언에 나타난 언어 예절

경북 경산시

경산문화원

4

2014.6.17.

대구 원불교교

당

조선시대 한글 편지-부

부사랑-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사랑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

대구원불교 

행복대학

5
2014.8.20.

경산문화원
공부는 행복의 원천

공부의 참뜻, 공부를 통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 사례 소개

경북 경산시

경산문화원

6
2014 12.16.

임고서원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가치와 역사

적 의미 및 현재적 활용 방안

경북 영천시

임고서원

및 해설문 작성을 하였다.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한글박물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일

반 대중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남길임 교수는 더아이엠씨(주),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제안서(MISP 개발을 통한 어패럴 산업

의 Real time Marketing 시장의 창출, 한국어 ‘감성어휘’의 분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한국어 패션, 어패럴 관련 감

성어휘 분석의 필요성 및 업무 추진 과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제안서 작성을 통해 두 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교

류하고 있으며, 사업단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김덕호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과 협력하여 2014년 7월 21일~ 8월 18일에 ‘2014년 전국 사투리 상

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사)이효석문학선양회, 국립민속박물관과 협력하여 2014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하는 강원 언어문화 행사의 하나로 ‘마카 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전시회

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김주현 교수는 ‘단재 신채호 선생 독립운동 기념장소 네트워크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

지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단재 유적지 조사 사업에 참여하였다. 

-정우락 교수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인문으로 만나는 한·중 청년 포럼’을 기획하였다. 

2014년에는 제2회 행사가 중국 섬서성 서안과 하남성 개봉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김소연(고전

문학 전공/석사과정)이 참여하였다. 또한 남명학연구원에서 기획하는 남명학과 현대사회출간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남명학과 현대사회는 현대 사회 · 문화의 총체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일상생활

에 실천할 수 있는 사회 · 문화적 토대를 남명의 사상에서 찾고자 기획되었다.

(3) 연구결과의대중화를위한강연기획및참가

:임고서원, 경산문화원,사천문화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 고령군 및 성주군, 운경재단, 대구원불교, 영남문화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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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12.16.

대구원불교 교

당

경상도 사투리 이바구

경상도 사투리에 나타난 재미난 소재(높임

법, 음식어휘, 친밀감 표현법, 인사법 등)를 

이야기 식으로 풀고 방언의 가치를 해설

대구원불교 

행복대학 

8

2015.1.15.

경북대 영남문

화연구원

조선시대 선비의 언어생

활-손으로 쓴 필사자료

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언어생활을 필사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설

영남유학회

/영남문화

연구원

정우락

1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후 7

시

경북대 치과대

학

치유인문학 강좌 기획

현대인들의 다양한 병리를 인문학으로 치유

마음, 가족, 사랑, 우정, 환경, 죽음 등을 주

제로 강연

운경재단

2

매월 셋째 목

요일 오후 6시.

경북대 대학원

동 학술회의실

영남유학연구회 문과과

정 강좌 기획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의 영남유학연구회에

서 ‘仁’, ‘義’, ‘禮’, ‘智’, ‘敬’, ‘信’ 등 유가

의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한 문과과정 강좌

개발 및 강의

영남문화연

구원

3
2014.4.23.

경산문화원

조선조 선비들의 여가와 

풍류

조선시대 선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독서의 

여가에 즐긴 풍류와 의미

경북 경산시

경산문화원

4
2014.5.20.

도립안동도서관
한국유학사와 남명 조식

영남의 양대산맥이라 일컬어지는 남명 조식

의 학문과 사상 

한국국학진

흥원

5
2014.6.5.

고령 유림회관

한국의 선비정신과 고령 

유학의 특성

낙동강 연안 지역에 해당하는 고령을 강안

학적 시각에서 조명

경상북도 및 

고령군

6
2014.8.2.

회연서원

조선조 선비들의 강학과 

한강 정구

한강 정구의 학문인 한강학이 조선조 영남

의 강학과정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조명

경상북도 및 

성주군

7
2014.9.20.

성주군체육관

성주의 인문정신과 회통

적 비전

성주의 지리적 위치, 성주 지식인들을 중심

으로 한 지성사의 흐름과 이에 따른 회통적 

비전에 대한 강연

성주군 및 

박약회

8

2014.10.11.

부산대 문화공

간 봄

16-7세기 영남의 지성

사

퇴계 이황, 남명 조식, 한강 정구가 영남지

성사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조명
문화공간 봄

9

2014.11.6.

경북대 인문학

협동조합

허균과 홍길동, 역적과 

영웅 사이

허균의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한 현실인식

과 소설의 구성원리 등 강의

경북대 인문

학협동조합

10

2014.11.26.

한국학중앙연구

원 소강당

남명 조식과 덕천서원
남명 조식의 삶과 덕천서원에 함유한 문화

에 대한 강의

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

각

11
2015.2.6.

상주유림회관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산

서원

조선시대 선비들이 도산서원을 방문하고 남

긴 기록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도산서원

을 문화론적 측면에서 살펴봄 

상주시

12

2015.2.26.

육군제3사관학

교 충성관

한국학과 인문학
오늘날 무엇 때문에 한국학과 인문학이 주

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도들에게 강의 

육국제3사

관학교

13
2014.12.13.

사천문화원

구암 이정의 문학과 성

리학 진흥

사천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강연 ‘구암 이정의 

문학과 성리학 진흥’을 기획
사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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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여러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경

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2차년도에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

국학진흥원,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를 방문하여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참가하여 영남 지역 어문학 자산과 문화적 자산을 콘텐츠화하는 방안에 대해 알고 참

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학내 기관의 운영위원 및 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학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기업, 외부 연구원, 정부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학외의 유관기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어문학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2차년도에는 지역의 문화원과 문학관 등 외부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영남 각 

지역의 문화원과 문학관 등이 지역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해 본 사업단과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동의하였

고, 경상북도 상주문화원(2015년 2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2015년 2월 26일)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관련 연구 및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또한 외부 기관과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단 인력이 외부 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으

며, 이러한 강연을 통해 사업단이 지향하는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기관과의 상호 교

류 및 협력은 지역 어문학 자산을 발굴･연구하고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

다.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과 학술교류 활동 촉진을 위

한 협정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어문학 자산 연구를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영호남 지역 어문학 자산의 연

구 성과를 교류하고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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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교수 주관부처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기간
연구형태

총연구비

(천원)
시작일 종료일

1 김덕호
한국연구재

단

20세기 초 한반도 언어지

도 제작과 활용 방안 연구
20130501 20140430 단독 11,700

2 김덕호 국립국어원
2014년 지역언어문화상품

개발 
20140610 20141225 공동 95,100

3 김덕호
한국학중앙

연구원

경북지역 내방가사 조사 

정리 및 DB 구축사업

 

20111101 20141130 공동 570,000

4 김재석
문화체육관

광부

2014년도 국어문화원 운

영지원
20140301 20141231 단독 30,000

5 김재석 대구광역시 우리말글 강좌 사업 20140601 20141231 단독 4,750

6 김재석
한국연구재

단

한국근대극 형성기의 번역

극 공연 인식과 그 의미
20140501 20150430 단독 26,000

7 김주현
한국연구재

단
신채호문학주해 20140701 20150630 단독 15,000

8 남길임
한국연구재

단

구문 단위 핵심도 분석을 

통한 ‘학술 핵심 구문’의 

추출- 문.사.철 인문 분야 

학술지를 중심으로-

20130501 20140430 단독 25,636

9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4년 개방형 한국어 지

식 대사전 신어조사 
20140423 20150118 단독 41,969

10 남길임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빅데이터 기반 안전ㆍ안심

도시 구현을 위한 소셜플

랫폼 구축

20130601 20140531 단독 98,756

11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4년 개방형 한국어 지

식 대사전 관련어 정비 구

축

임지룡 20140423 20141219 공동 190,066

12 남길임
한국연구재

단

과학용어 DB 구축울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

색 시스템 개발

박윤배 20140901 20150831 공동 245,770

13 남길임
산업통상자

원부

어패럴 산업의 

Customizing Marketing

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의 MISP(Marketing 

Intelligence Service 

Platform) 개발

20141101 20151030 단독 42,000

8. 참여교수 연구 실적

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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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백두현
한국연구재

단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20140501 20150430 단독 25,980

15 백두현 경상북도
경북 종가음식조리서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연구
20140613 20150207 단독 48,400

16 정우락 성주군
가야산 선비산수길 문화자

원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20140211 20140710 단독 17,800

17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 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4차년도)
20131220 20140907 단독 80,000

18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 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5차년도)
20140310 20141224 단독 80,000

19 정우락
한국연구재

단

모순의 힘-한국문학과 물

에 대한 상상력
20140701 20150630 단독 10,000

합계 1,422,727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

자

수

1 김덕호
문화어문학: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론총

한국문학언

어학회
61 9-44 20140930 1

2 김덕호
한국인의 방언 태도에 대한 추이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

회
126 1-36 20141231 1

3 김재석 토월회의 창립공연 연구 한국극예술 　한국극예술 43 63-95 20140330 　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2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모두 19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김덕호 교수는 ‘2014년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20세기 초 한반도 언어지도 제작과 활용방안 연구’ 등 본 사업단의 연구 추진 단계 

중 ‘문화어문학의 실용화 방안 모색’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사업단의 아젠다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남길임 교수는 연구 과제를 통해 문헌 자료와 구술 자료의 DB와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

으며, 이를 활용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남길임 교수의 작업은 본 사업단의 연구 추진 단계 

중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에 해당하며, 참여대학원생들이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질서화

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우락 교수는 영남지역에 

산재한 문화 자원을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술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화가 가능한 콘텐츠로 가공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본 사업단의 연구 추진 단계 중 ‘문화어문학의 실용화 방안 모색’에 해당한다.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지역 어문학을 활용한 콘텐츠로 가공되어, 한국어문학의 실

용주의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참여교수 논문 게재 실적(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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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

4 김재석
토월회의 번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

미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

회
168 297-335 20140930 1

5 김재석
유치진의 숀 오케이시 수용에 대한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

회
126 1-33 20141230 1

6 김재석
극예술연구회 제2기의 번역극 공연

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

연구

한국극예술

학회
46 10-46 20141230 1

7 김주현
<백세 노승의 미인담>의 서사 복

원과 그 의미

한국현대문

학연구

한국현대문

학회
43 229-256 20140831 1

8 김주현
단재의 서사문학 계보와 <지구성미

래몽>의 의미
어문학

한국어문학

회
125 317-337 20140930 1

9 남길임

판결서 텍스트의 문장 확대 양상에 

대한 연구-판결서 간이화의 관점에

서-

한글 한글학회 303 147-179 20140330 　1

10 남길임
언어 사용의 경향성과  유의어의 

기술-인내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

학 

한국어의미

학회
　43 59-82 20140330 　1

11 남길임

빅데이터 적정 텍스트 추출을 위한 

언어학적 접근-학교폭력 관련 텍스

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

학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36 151-179 20140630 3

12 남길임

학술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문의 

추출-국어국문학 학술논문 말뭉치

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한국문학언

어학회
　60 65-92 20140630 2

13 남길임

말뭉치언어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명사의 정도성-관형성과 피수식성

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

구

한국언어과

학회
70 151-172 20140930 1

14 남길임
이론으로서의 말뭉치언어학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한국어의미

학

한국어의미

학회
46 161-187 20141231 1

15 박현수 만해 문학의 문학사적 가치 선문화연구
한국불교선

리연구원 
16 111-137 20140630 1

16 박현수
김수영 시론에 있어서 전위성의 성

격과 기원
어문론총  

한국문학언

어학회
60 281-306 20140630 1

17 백두현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에 대한 비

판적 고찰
어문학

한국어문학

회
123 39-66 20140330 1

18 백두현
한글 음식조리서 : 전통 음식 문화

를 담은 우리말의 보물 창고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4/

1
19-38 20140531 1

19 백두현
문화어문학 : 어문학에 대한 문화

론적 혁신
어문론총  

한국문학언

어학회
60 9-41 20140630 2

20 백두현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

법 서설

정신문화연

구

한국학중앙

연구원

37/

3
225-256 20140910 2

21 백두현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
방언학

한국방언학

회
20 381-411 20141231 2

22 정우락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퇴 계 학 과 경북대학교 54 213-252 201402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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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흘구곡- 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批正을 겸하여 -
유교문화 퇴계연구소

23 정우락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의 산수유람

과 지향의식
남명학

남명학 연구

원
19 368-410 20140330 1

24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

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

연구

한국한문학

회
53 173-213 20140331 1

25 정우락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

적 혁신
어문론총  

한국문학언

어학회
60 9-41 20140630 2

26 정우락
형재 이직의 한시에 나타난 물에 

관한 상상력

동양한문학

연구

동양한문학

회
39 317-352 20140830 1

27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

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퇴계학연구

원
15 177-217 20141230 1

28 정우락 남명 조식의 ‘물’ 인식과 인문정신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

구원

26 165-202 20141231 1

연

번
이름 저서명 출판사 ISBN 쪽 발행연월일

총 저자 

수

1 김재석 천일야화 평민사

 

978-89-7115-609-4 293 20141031 1

2 김주현 실험과 해체-이상 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978-89-423-4062-0 620 20140731 1

3 박현수 서정성과 정치적 상상력 울력 979-11-85136-10-3 223 20140820 1

4 박현수 시창작을 위한 레시피 울력 979-11-85136-11-0 486 20140915 1

5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978-89-596-6673-7 549 20150226 1

6 정우락 한강 정구와 무흘구곡 이야기 경인문화사 978-89-499-1028-4 305 20140627 1

7 정우락
남명학의 생성공간-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쳐라
역락 979-11-568-6121-8 525 20141127 1

 참여교수 논문 게재 및 학술 저서 발간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1인당 학술지 및 저서 환산 논문 편수는 2010년 2.9편, 2011년 3.9편, 2012년 3.7편이

3) 참여교수 학술 저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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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토대로 신청서에 사업 단계별로 국내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국내우수학술지게재단계별목표

2013년~2015년:60편(20편*3년)

2016년~2017년:42편(21편*2년)

2018년~2019년:42편(21편*2년)

  2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참여교수는 모두 42편의 논문(학술저서는 논문 200%로 환산)을 국내 우수학술지에 게

재하였다. 이는 참여교수 1인당 약 6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이다. 2차년도에 총 42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신청 당

시 설정한 목표치 20편을 두 배로 초과 달성하였다.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연구 논문을 통해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백

두현 교수와 정우락 교수는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이라는 논문을 통해 문화어문학의 개념, 

연구 방법, 지향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정우락 교수는 다수의 논문에서 영남 지역의 문화 자산

에 초점을 두고 영남과 문학의 소통과 향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남길임 교수의 ｢판결서 텍스트의 문장 확

대 양상에 대한 연구-판결서 간이화의 관점에서-｣라는 논문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판결서의 언어에 대해 고

찰하여, 현실에서의 언어 사용을 살펴본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백두현 교수는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

법 서설」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글 문헌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안하고, 문헌이 간행된 당시의 다양한 사

회적·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문헌의 언어를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이야말로 본 사업단이 

제안하는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잘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의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실적 평가제도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논문 게재 실적 향상 및 연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앞

으로도 다양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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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

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수

1 남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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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141106

한국학중앙연

구원·Universi

ty of Hawaii 

at Manoa

3

2 백두현

Characteristics of Adverbs and 

their Semantic Function in 

Traditional Korean Culinary 

Manuscripts

(한글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부사

의 특성과 의미 기능)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미국 20141106

한국학중앙연

구원·Universi

ty of Hawaii 

at Manoa

3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참고

  

1
김덕호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
Dialectologia

2014년 6월 10일 게재 확정 통보 받음

2016년 1월 출간 예정

9. 연구의 국제화

1)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활동

2) 참여교수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1) 국제 학술대회(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

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수

1 남길임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Academic Prose 

Second Asia 

Pacific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2014

홍콩 20140308 ASPCLC 2

2 백두현

The Evolution of the Joseon 

Culinary Manuscripts and the 

Status of The Head Family's 

Culinary Manuscripts

(조선시대 음식조리서의 흐름과 경

북 종가 음식조리서의 위상)

제1회 경북대 국

어국문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세

계기록유산과 한

국 문화’

한국 20141014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1

(2) 기타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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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의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신청서에 명시하였다.

연도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2013
1

(6개월 환산 0.5)

3

(6개월 환산 1.5)

2014 2 5

2015 3 5

2016 3 6

2017 4 6

2018 4 7

2019 5 7

  2차년도 사업 기간 동안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7편으로 당초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5편)를 초과달성하였

다. 발표 중 남길임 교수의 발표 ｢The Importance and Application of Extracting Key-morphemes with 

focus on Korean Academic Prose｣는 언어 연구를 통해 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문화어문학을 실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론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김주현 교수와 정우락 교수의 발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 전개되어 왔는지 고찰한 것이다. 양국의 문화 교류 양상과 의미를 밝

힌 데에 의의가 있으며, 본 사업단이 지향하고 있는 주제에도 부합하는 발표이다. 또한  백두현 교수, 남길임 교

수, 박현수 교수는 한국학 분야에서 저명 학술대회인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에 참여하여 발표하였다. 이 중 백두현 

교수와 남길임 교수는 ‘한글음식조리서를 통해 본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라는 패널 주제로 한 발표를 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위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2차년도 사업 기간 동안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없으나, 김덕호 교수가 방언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Dialectologia’에 투고하여 게재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 논문은 언어지도 작성을 통해 방언 연구의 새로운 방법

론을 제안한 논문으로 의의가 있다. 

  본 사업단은 신청서에 명시한 연구의 국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 학술

지 논문 게재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지역 어문학의 세계화를 사업단

의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3 박현수

Kim Eok and Ideas of Modern 

Korean National Poetic Form

(김억의 근대적 민족시형의 구상)

The 7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미국 20141106

한국학중앙연

구원·Universi

ty of Hawaii 

at Manoa

2

4 김주현 申圭植和韓中關係
韓中文化交流的

展樣相
중국 20140828 퇴계연구소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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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展開樣相
중국 20140828 퇴계연구소 1

6 정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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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41025 河北大学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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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연구 활동 강화 계획

(1)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신청서에 명시한 국제 유관 기관 

◇현재교류협약체결중인기관

-일본도야마대학인문학부조선언어문화코스

-이탈리아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University)한국어학과

-중국해양대학외국어학원한국어과

-중국길림대학한국어학부

◇향후교류협약체결예정기관

(미국)

-콜롬비아대학한국연구센터(TheCenterforKoreanResearch,ColumbiaUniversity)

-하와이대학교마노아캠퍼스한국학센터(TheCenterforKoreanStudies,UniversityofHawaiiatManoa)

-UCLA한국학센터(UCLACenterforKoreanStudies)

-UCBerkeley한국학센터(UCLACenterforKoreanStudies,UCBerkeley)

-하버드대한국학연구소(TheKoreaInstitute,HarvardUniversity)

(영국)

-영국국립런던대학아시아․아프리카학부한일언어문화학과(SOASDepartmentoftheLanguagesand

CulturesofJapanandKorea)

(중국)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延邊大學朝鮮韓國硏究中心)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北京大學朝鮮文化硏究所)

-복단대학한국연구중심(復旦大學韓國硏究中心)

-중국해양대학한국연구중심(中國海洋大學韓國硏究中心)

-하북대학한국어언문화연구중심(河北大學韓國語言文化硏究中心)

(일본)

-규슈대학조선사학연구실(九州大學朝鮮史學硏究室)

-덴리대학국제문화학부조선학과(天理大學國際文化學部朝鮮學科)

-도야마대학인문학부조선언어문화코스(富山大學人文學部朝鮮言語文化コ-ス)

-나고야대학언어문화부조선․한국어학과(名古屋大學言語文化部朝鮮․韓國語學科)

②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 현황

▪ 해외 학자 초청 좌담회 실시

-학자: Kim, Sun-ju(Director, Korea Institute, The Harvard University) 

-일시: 201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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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평가

대한민국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과 

중국 하얼빈 사범대학교 동방어언문화학부 한국어과와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

  대한민국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과 중국 하얼빈 

사범대학교 동방어언문화학부 한국어과는 연구와 교육에 관한 교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측 간의 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양측은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며 그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1) 대학원생의 교류.

(2) 교수 및 연구자의 교류.

(3) 학술 정보의 교환.

(4) 양측이 동의하는 그 외의 항목. 

2. 이 협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 각서를 양측 간의 협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신청서에 명시한 유관기관 이탈리아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의  Vincenza D’Urso 교수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맺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학생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의 哈尔滨师范大学 东方语言文化学院과 교류를 하여, 2014년 8월에 

‘만주지역의 조선어와 조선어문학 연수’라는 주제로 단기연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4년 하반기에 본 사업단과 

哈尔滨师范大学 东方语言文化学院 한국어학부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였다. 哈尔滨

师范大学과의 학술 교류 협정서 초안은 다음과 같다. 

-내용: 사업단과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와의 협력방안 논의

-학자: Changzoo Song(Senior Lecturer, Korean/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uckland)

-일시: 2015년 1월 9일

-내용: 사업단과 오클랜드대학교 동양학과의 국제 협력 및 교류 방안 논의

▪중국 哈尔滨师范大学, 河北大学 단기 연수 논의

- 哈尔滨师范大学: 2014년 8월에 단기연수 진행 논의 및 학술 교류 협정에 대한 논의

- 河北大学: 2014년 10월에 단기연수 진행 논의

▪ 일본 富山大學 방문 및 교류 논의 

-일시: 2014년 8월 25일

-장소: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세미나실

-워크숍 제목: 일한근현대의 희곡

-참가자: 和田とも美 교수 외 일본인 교수 다수, 김재석, 이정숙, 이승현, 윤민주, 손증상(참여대학원생), 윤지혜(참여대

학원생), 이수은, 김동현, 타무라 미카

-교류 내용: 김재석 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이 도야마대학교를 방문하고, 도야마대학교 인문대학 부학장과 학술교류에 대

한 논의

▪ 인도네시아 UNIVERSITAS GADJAH MADA, KOREAN LANGUAGE DEPARTMENT와 교류 협약 추진 논의

-내용: 김덕호 교수가 인도네시아 UNIVERSITAS GADJAH MADA, KOREAN LANGUAGE DEPARTMENT와 학술교류

에 대한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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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협정서의 변경 시에는, 문서상의 양측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4. 이 협정은 조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7년간 유효하다. 이후 문서에 의한 협정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협정은 존속한다. 

5. 이 협정서는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각 작성하며, 이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년  월  일                                                 년  월  일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하얼빈 사범대학교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장         동방어언문화학부 한국어과 학장

 또한 중국의 河北大学과도 학술교류 및 단기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14년 10월에 

河北大学에서 ‘한중문화 및 어문학 비교 연수’라는 주제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본 富山大

學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15년에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를 富山大學에서 진행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본 사업단은 학술 교류 협정 체결 및 장단기 연수를 위해 사전 접촉 및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Kim, Sun-ju 교수와 Korea Institute, The Harvard University와, Changzoo Song 교수와 

Korean/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uckland와 본 사업단과의 향후 학술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기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해외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공동연구는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여교수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예비 활동

백두현

1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Kim, Sun-ju(Director,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19세기 중엽 평안도 의주 지역 고문서 연구 방안

2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Vincenza D’Urso(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Beautiful Like Silk: Kinyŏ Literary Activities in Late Chosŏn Korea

-The Korea Foundation Fellowship for Field Research(한국국제교류재단 

방한연구펠로십) 신청 완료

3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Changzoo Song(Senior Lecturer, Korean/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uckland)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민족건설과 표준어의 관계, 민족어 형성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 중

남길임
1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Andrew Spencer, Springer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International Handbook of Modern Lexis and Lexicography

Patrick Hanks & Gilles-Maurice de Schryver (Eds)에 들어갈 The 

Lexicography of Korean(한국어 사전학) 관련 협의

2 해외 학자 및 소속 Vincenza D’Urso(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2)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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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Ca’ Foscari University 내에 설치된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한국어 교재(이태

리어판) 개발과 관련된 내용 논의

3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Mary Shin Kim(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agues and Literatures)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4년 11월에 개최되는 세계 한국학 학술회의 참석차 하와이 방문 시 양 과

와 학생 교류 및 학술 세미나(한국어 말뭉치 연구 동향과 쟁점) 개최 논의

4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和田とも美(富山大學)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교수 학술 교류의 지속 방법에 대한 논의: 현재 경북대 2회 방문, 富山大學 2

회 방문

2014년 국제학술회의에 和田とも美 교수 초청 및 초청 수락

학부생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

김덕호

1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井上史雄,(日本国立国語研究所), Kim, Sun-im(日本女子大学)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井上史雄 著 ‘經濟言語學 論考’의 한국어 번역을 위한 공동 연구 논의

2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Kim, Sun-im(日本女子大学), 塩田雄大(NHK放送文化研究所), 国立国語研究

所 研究図書室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일본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활동

3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田中ゆかり(日本大), 井上史雄(日本国立国語研究所)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왕이호일본학연구재단의 후원으로 한일 언어경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정우락

1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尹虎彬(中国社会科学院)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중국 음식조리서 연구에 대한 발표 논의

2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赵建民(山东旅游职业学院)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중국 음식조리서 연구에 대한 발표 논의

3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李海濤(山东大学)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논문투고에 따른 공동 작업 제의 및 문의

4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姜劍雲(河北大學)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경북대 국어국문학과(BK21플러스사업단)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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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인력의 국제적 감각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학자와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사업단과

의 학술 교류 및 협력 방안과 공동 연구 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외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