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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년도 계획 대비 실행 대조표
     (3차년도 사업 기간: 2015.3.1. ~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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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박사 5명 계 
19명 배출

미달성
(박사 

미달성,
석사

미달성)

▪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
적(1쪽)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확보
- 1학기 석사과정 15명, 박사과
정 15명, 합계 30명
- 2학기 석사과정 15명, 박사과
정 11명, 합계 26명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배출
- 석사 5명 합계 5명 
▪사업단 소속학과 대학원생 배출
- 석사 1명, 박사 4명, 합계 5명

  사업신청서상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확보 및 배출 계
획과 3차년도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확보 및 배출 실적 
불일치
-석사학위 배출 실적 목표 대비 42% 달성
-박사학위 배출 실적 목표 대비 80% 달성

교육과정 
혁신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

 실시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6쪽)
-<문화어문학 현장실습> 개설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
▪심화 교과목 중 6개 교과목 개
설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이수교과목이 신설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
함.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2015년 1학기에 <문화어문학 현장실
습>,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2학기에 <영문학술논문작성
법> 개설.
-문화어문학 관련 18개 심화 교과목 중 6개 교과목 개설.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강의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평가 결과 반영).

2. 투(TWO) 트랙 운영 체
계 구축

실시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
(17쪽)

  학부생 대상으로 문화어문학 연계 교과목 안내-연계 교과목 
수강 학생 대학원 진학시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 우선



▪학·석사 연계과정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 연계교과목 
개설·운영
-참여교수 학부생 졸업논문 지도
-참여대학원생-학부생 공동세미나
-학부-대학원 문화어문학 현장실습
▪석·박사 전문 과정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
한 지도교수 개별 논문 지도 강화
-<학위논문연구>수업을 통한 논문 
지도 강화
-연구윤리교육 실시

권 부여.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학부생 졸업 논문 지도 제도 정
비. 
  

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
제≫ 실시

실시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
시(20쪽)
-참여대학원생 6명

 대학원생 연구주제에 따라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

4.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
사운영내규≫ 및 ≪연구윤
리규정안내서≫ 구비 

실시
▪사업단 운영 규정 마련(20쪽)
▪연구윤리교육 실시(30쪽)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세칙>, <신진연구인력 활용 세칙>, <성과급 
지급 세칙>,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 마련· 홈페이지 게시.
-<연구윤리규정안내서> 구비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교육 워크숍> 이수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이수
-<학위논문연구> 강의 중 수강생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교육의 
국제화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운영

실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운영(35쪽)
-매년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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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해외 석학 초청 강연(35쪽)  5회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을 통해 해외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문



확대
-중국 하북대학교 및 미국 브리검
영대학교 소속 교수진 

화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여 참여 인력의 국제적 감각
을 기름. 이러한 강연 개최는 사업단이 지향하는 교육 및 연
구의 국제화에 부합함. 

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교과목 신설

실시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개설(36쪽)
-대학원 교과목으로 편성 후 매년 
개설 예정
-2015년 1학기 개설

3회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을 개설하여 외국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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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36
쪽)
▪해외 단기연수 3회 실시
-일본 천리대학교
“일본 칸사이(関西)지역 전통문화예
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연수”
-하북대학교
“한중 문화, 어문학, 역사의 이해
와 교류 연수”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에 대한 이
해와 교류”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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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쪽)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
표 2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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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실시

▪《우수학술논문상》 시행(41쪽)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을 위한 세
칙 마련
-해당 연차 사업 종료 시점에 1년 
동안의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 중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 동기
를 제고하고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술논문 작
성을 장려함.



선정 
-2015년 2편 선정

2.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
그램 운영

실시

▪문화어문학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41쪽)
-3회 실시
-남권희(경북대 교수)
“영남 문헌의 서지와 연구 방법”
-황은하(배제대학교 교수)
“한·중 병렬 말뭉치의 구축과 활
용”
-배연경(국제영어대학원대 교수)
“문화와 언어의 관점에서 본 사전
-세계 사전학 연구 및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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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42쪽)
-2015년 상반기 실시
-총 16명 지원
-6편 선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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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쪽)
-고전문학 12회, 현대문학 12회, 
국어학 12회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 모색과 실
천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
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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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쪽)
-실시 이후 공동 연구 성과 3편.
-2015년 현재 ≪쌍방향 멘토≫ 2
팀 진행

연구 
성과
3편

  ≪쌍방향 멘토제≫는 내·외국인간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외
국학생들의 적응과 연구결과물의 국제화에 기여함.

6.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 실시 ▪현장 학습 프로그램(49쪽) 3회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진행.



영

-총 3회 운영
①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②가야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③학부-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가야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진행.
-소속학과 학부와 공동으로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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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1인당 0.8편 

달성
(초과 
달성)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53쪽)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편
수 0.9편
▪학술대회 발표 실적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 7편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2편
▪기타 연구 실적
-한국연구재단 ‘2015년 우수논문지
원사업’ 선정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년 우수논
문상 수상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논문 실적은 사업신청서상의 목
표치(0.7편)를 초과달성함.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2차년도에 비해 양적수치는 
감소했으나, 사업단 아젠다에 접근하는 발표내용이 상대적으
로 증가함.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여 실제 적용한 연구 성과를 
내기도 함. 
-국제학술대회에서 문화어문학의 아젠다와 부합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사업단이 지향하는 연구를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
련함.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논문이 우수 학술 실적으로 평가
받음,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시

▪신진연구인력 2인 확보(59쪽)
-박지애(고전문학, 계약교수)
-홍미주(국어학, 계약교수)

2명 
 1차년도 신진연구인력 2명을 평가제도에 따라 재임용함. 신
진연구인력은 문화어문학 전공 집담회를 기획·진행하면서 대
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함.

▪신진연구인력 연구 지원(5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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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쪽)
-신진연구인력 논문 게재 실적: 5
편
-신진연구인력 학술 저서 실적: 2

환산편
수 

4.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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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수주 실적
  : 1과제, 9,000,000원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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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쪽)
-⓵자료 조사 및 질서화, ⓶이론 
개발 및 연구, ⓷실용화 및 국제화 
연구 분과
▪사업단 총서 2권 발간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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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3차년도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2. 영남의 권역 설정과 이
를 고려한 연구 추진

실시

▪권역 설정과 연구 추진(63쪽)
-영남 동부 권역, 영남 서부 권역, 
영남 중부 권역으로 영남 권역 설
정

-권역에 따른 연구 추진에 따라 3차년도에는 영남의 서부 권
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의 특징과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학
술대회 개최(2015년 3월 26일, ‘지리산권에 대한 문화어문학
적 접근’)
-사업단 참여인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어문학과 생활의 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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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쪽)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6회
-사업단 전국 학술대회: 1회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 
Ⅱ’

7회

- 6회에 걸친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에서는 전공별로 문화어
문학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용하고자 시도함.
-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 Ⅱ’이라는 주제로 사업단 
전국 학술대회 개최하여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고자 함.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해 문화어문학적 연구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을 모색함.

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실시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활
동(70쪽)
-학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
-영남 지역 외부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

-다양한 학외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연구결과의 대
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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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에 구축한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3차년
도에는 외부기관에서 일반인 대상의 강연이 다수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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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쪽)
 : 21과제, 1,578,6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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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쪽)
-참여교수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29편  
-참여교수 학술 저서 발간 실적: 
16권

1인당 
환산편

수: 
4.2편

 참여교수 1인당 약 4.2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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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도 도입

실시
▪참여 교수 연구 실적 평가에 따
른 성과급 지급(79쪽)

 <성과급 지급 세칙>에 따라 연도별 사업 종료 시점에서 참
여교수의 실적을 평가한 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 이에 따
라 2016년 2월에 3차년도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평가 및 성과
급 지급이 진행됨. 

연구의 
국제화 

1. 참여교수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5편

초과 
달성

▪참여교수 국제 학술대회 발표(80
쪽)
-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국제학술
대회: 3편
-기타 국제 학술대회: 4편 

7편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는 ‘지역 어문학의 세계화’라는 
본 사업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기여함.

2.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
문 게재 및 저술 활동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2
편

달성
▪해당 기간 참여교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2편(81쪽)

2편

 -방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 참여교수(김덕호)의 
논문이 방언학 분야에서 저명한 국제학술지 ‘Dialectologia’에 
논문이 게재되면서 ‘지역어문학의 세계화’라는 본 사업단의 
목표를 실천함. 



3. 국제 연구 활동 강화 
계획

실시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
크 구축(81쪽)

-이탈리아 Vincenza D’Urso(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Department of Asian and North African 
Studies) 교수와 지속적으로 학술교류를 맺고 있으며, 단계적
으로 학생교류를 확대할 예정임. 
-인도네시아 UNIVERSITAS GADJAH MADA 한국학과
(Program Studi Bahasa Korea, Fakultas Ilmu Budaya, 
Gadjah Mada University)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2016년 
2월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라는 주
제로 단기연수를 실시함.
-중국 河北大学와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
함.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활동 (83
쪽)

미국 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일본 日本明海大學, 日本女子大学, NHK放送文化研究
所, 중국 寧波大學, 河北大學 등의 해외 학자와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을 다수 진행함. 이를 통해 사업단 연구결과물의 세
계화에 기여하고, 사업단 인력의 국제적 역량을 기르는 데 기
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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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 인력 현황

1)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현황

과 제 명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참여교수 7명

신진연구인력 계약교수 2명

참여대학원생

2015년 1학기 2015년 2학기

석사과정 15명, 박사과정 15명 합계 30명 석사과정 15명, 박사과정 11명 합계 26명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7명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8명 

내국인 18명 내국인 15명

외국인 12명 외국인 11명

2) 참여대학원생 확보 실적

(1) 2015년 1학기

연번 　학번 성명 학위과정 입학년월일 생년월일 장학금 지원여부

1 20○○○ 김대웅 석사 20150302 19○○○ 지원

2 20○○○ 김동현 석사 20120302 19○○○ 지원

3 20○○○ 김소연 석사 20140303 19○○○ 지원

4 20○○○ 김해영 석사 20130901 19○○○ 미지원

5 20○○○ 배은혜 석사 20150302 19○○○ 지원

6 20○○○ 왕하오 석사 20140901 19○○○ 미지원

7 20○○○ 이민주 석사 20140901 19○○○ 지원

8 20○○○ 이지은 석사 20150302 19○○○ 미지원

9 20○○○ 이철희 석사 20140303 19○○○ 지원

10 20○○○ 쟝리홍 석사 20140901 19○○○ 미지원

11 20○○○ 전계성 석사 20140303 19○○○ 지원

12 20○○○ 전설련 석사 20130901 19○○○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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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 정용훈 석사 20130901 19○○○ 미지원

14 20○○○ 친샤 석사 20130901 19○○○ 미지원

15 20○○○ 황명환 석사 20110302 19○○○ 지원

16 20○○○ 김명주 박사 20140303 19○○○ 지원

17 20○○○ 김분청 박사 20130302 19○○○ 지원

18 20○○○ 김예니 박사 20130302 19○○○ 미지원

19 20○○○ 량짜오 박사 20140901 19○○○ 미지원

20 20○○○ 션스린 박사 20140901 19○○○ 미지원

21 20○○○ 아프잘아흐
메드칸 박사 20130302 19○○○ 지원

22 20○○○ 이수은 박사 20150302 19○○○ 지원

23 20○○○ 정의철 박사 20140303 19○○○ 지원

24 20○○○ 정해연 박사 20140303 19○○○ 미지원

25 20○○○ 제갈덕주 박사 20140303 19○○○ 지원

26 20○○○ 쭈즈훼이 박사 20140303 19○○○ 미지원

27 20○○○ 최은주 박사 20130302 19○○○ 지원

28 20○○○ 티엔즈윈 박사 20130902 19○○○ 미지원

29 20○○○ 후팡팡 박사 20150302 19○○○ 미지원

30 20○○○ 서정현 박사 20120302 19○○○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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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2학기

연번 　학번 성명 학위과정 입학년월일 생년월일 장학금 지원여부

1 20○○○ 갠답제이나
러바 석사 20150901 19○○○ 미지원

2 20○○○ 김동연 석사 20140303 19○○○ 지원

3 20○○○ 김동현 석사 20120302 19○○○ 미지원

4 20○○○ 김소연 석사 20140303 19○○○ 지원

5 20○○○ 루빙슈에 석사 20150901 19○○○ 미지원

6 20○○○ 리화징 석사 20150901 19○○○ 미지원

7 20○○○ 박주희 석사 20150901 19○○○ 지원

8 20○○○ 배은혜 석사 20150302 19○○○ 지원

9 20○○○ 왕자오디 석사 20150901 19○○○ 미지원

10 20○○○ 왕하오 석사 20140901 19○○○ 미지원

11 20○○○ 이민주 석사 20140901 19○○○ 지원

12 20○○○ 이지은 석사 20150302 19○○○ 지원

13 20○○○ 이철희 석사 20140303 19○○○ 지원

14 20○○○ 쟝리홍 석사 20140901 19○○○ 미지원

15 20○○○ 전계성 석사 20140303 19○○○ 지원

16 20○○○ 김명주 박사 20140303 19○○○ 지원

17 20○○○ 김분청 박사 20130302 19○○○ 지원

18 20○○○ 량짜오 박사 20140901 19○○○ 미지원

19 20○○○ 션스린 박사 20140901 19○○○ 미지원

20 20○○○ 아프잘아흐
메드칸 박사 20130302 19○○○ 지원

21 20○○○ 이수은 박사 20150302 19○○○ 지원

22 20○○○ 정해연 박사 20140303 19○○○ 지원

23 20○○○ 제갈덕주 박사 20140303 19○○○ 지원

24 20○○○ 최은주 박사 20130302 19○○○ 지원

25 20○○○ 후팡팡 박사 20150302 19○○○ 미지원

26 20○○○ 서정현 박사 20120302 19○○○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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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학원생 및 기타대학원생 배출 실적

(1)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

연번 이름 대학 학과 학위 졸업년월

1 김성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5.8.

2 김해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5.8

3 정성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5.8.

4 전설련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6.2.

5 황명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6.2.

(2) 기타대학원생 배출 실적

연번 이름 대학 학과 학위 졸업년월

1 두쿤잉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5.8.

2 류희식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5.8.

3 이순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5.8.

4 최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5.8.

5 김지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6.2.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은 3차년도에 5명의 참여대학원생(석사)을 배출하였다. 또한 소속학과의 미참여대학원생 중에서는 석사 
1명, 박사 4명 합계 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본 사업단이 신청서에 명시한 소속학과 대학원생 배출 계획(3차년
도)는 석사 14명, 박사 5명이었다. 석사학위 배출 실적은 목표 대비 42%를 달성하였으며, 박사학위 배출 실적은 
목표 대비 80%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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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대학원생 및 기타대학원생 취업 실적

(1) 참여대학원생 취업 및 진학 실적

연번 이름 대학 학과 학위 취업

1 김해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중국해양대학교 세종학당

2 정성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3 전설련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4 황명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2) 기타대학원생 취업 실적

연번 이름 대학 학과 학위 취업

1 두쿤잉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중국 북경 신한은행

  참여대학원생 취업 실적에 대한 평가

  3차년도에는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4명의 졸업생이 진학 및 취업하였다. 이 중 1명은 국외 취업, 3명은 국내
진학(박사과정 진학)이다. 특히 1명은 중국해양대학교의 세종학당에 취업하여 국제 인적 교류의 폭을 확대하였다. 
소속학과의 기타대학원생 취업 실적을 살펴보면, 2차년도 한 해 동안 모두 1명의 졸업생이 취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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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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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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어문학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어문학의 내
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구명하여 한국 문화 발전에 대
한 시각을 확장한다.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
Cultural Content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
 한국어문학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어
문학의 풍요로운 자산을 (디지털) 문화콘텐츠화하는 안목과 실무 능
력을 배양한다.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Academic papers in English 
Cartography)

2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학술지나 영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
할 수 있도록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을 강의하여 영문 학술논문 작
성 능력을 기른다.

한국어 논문작성법
(Academic papers in Korean 
Cartography)

2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문장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 문장 기술 능
력 배양은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물을 유학생 자국어로 번역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세계화 지향에 일조
할 수 있다.

② 2015년 개설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교과목 강의계획서

-<문화어문학 현장실습>(2015년 1학기 개설)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현장과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화어문학 연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강의개요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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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Walter J. Ong, 이기우 임영진 역, <문자문화와 구술문화>, 문예출판사, 1995.
경북대학교 대형과제 연구단, <근현대 대구지역 문학의 흐름과 특성>, 정림사, 2005.
경북대학교 대형과제 연구단, <근현대 경북지역 문학의 흐름과 특성>, 정림사, 2005.
왕한석(2012), 한국의 언어민속지, 서울대출판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백서, 
국립국어원 안내책자
한글박물관 안내책자
김덕호(2011),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 문화자원의 자표 처리방안 연구, 영남학20호, 영남문화연구원
김현 외(2008), 지역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북코리아.
문화관광연구원(2009), 4대강 유역 문화자원 현황조사 및 문화지도 제작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 
현장실습은 학기당 3-4회 실시하며, 
현장 실습을 통해 어문학 현장들을 새롭게 이해한다.
구체적인 실습 교육은 강의 첫 시간에 공지한다.

(과제)
과제는 특별히 없으며 보고서와 발표물로 대신한다.

(평가방법)
출석 10% 중간보고서 40% 기말보고서 50%

(선수과목)
문화어문학 관련 과목(문화어문학연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등) 

교재 및 참고문헌

과제 및 평가방법

주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과제 및 연구문제 교재 및 참고자료 비고

1
강의 안내

연구 윤리의 기본 개념
강의 개요, 연구 윤리

정부윤리지침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지침

2
문화어문학의 현장 실습 

방법론
문화 어문학 현장

최연구(2006),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3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현장 
어문학 현장 사전 조사

전국문학관지도
한국문학관협회

현장조사에 따른 
문학 작품 사전 
조사 및 독서

강의 내용 및 일정

강의진행 방법 및 활용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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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논문작성법>(2015년 1학기 개설)

  이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문장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강좌의 하위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 논문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2. 글쓰기 과정에 따라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학술 논문을 작성한다.

4
영남지역 어문학 현장 

실습(1)
현장 답사 현장답사 필요한 자료수집 

5
영남지역 어문학 현장 

실습(1)
현장 답사 구상안 제시

6
영남지역 어문학 현장 

실습(1)
보고 발표

7
영남지역 어문학 현장 

실습(1)
8 중간 결과 보고

9
문화어문학: 한국어 
문화자원에 대하여

한국어 문화자원의 범주
강의안

왕한석(2012) 한국의 
언어민속지, 서울대출판부

10
문화어문학: 한국어 

문화자원과 관련 기관 
소개1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백서
국립국어원 안내책자

11
문화어문학: 국어 

문화자원과 관련 기관 
소개2

한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백서

국립국어원 안내책자

12
현장 방문: 국립국어원 

혹은 한글박물관

13
문화어문학: 한국어 

문화자원의 자료 처리 
방안

문화자원 자료처리의 현황

김덕호(2011)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 

문화자원의 자표 처리방안 
연구, 영남학20, 
영남문화연구원

김현 외(2008), 지역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북코리아

14
문화어문학: 

전자문화지도 제작 방안
해외 전자문화지도 제작 

현황

김덕호(2001),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 문화자원의 자표 

처리방안 연구, 영남학20, 
영남문화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2009), 
4대강 유역 문화자원 

현장조사 및 문화지도 제작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5
관련 기관장(부서장) 

초청 특강
실무진 경험담

국립국어원 혹은 한글 
박물관 과장급, 실장급 섭외

강의개요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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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교수자가 수업 시간에 공지함.

<참고문헌>
1.고려대학교 출판부(2001), 새로운 논문 작성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 김주아 외(2013), 논문작성 길라잡이, 공동체
3. 남궁용권, 남궁지영(2008), 이해와 활용이 쉬운 논문 작성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4. 박창원 외(2012), 논문작성법, 이화여대 출판부
5. 이정희외(2007),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도서출판 하우
6. 이정희외(2007),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의 실제,도서출판 하우
7. 최윤곤(200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리포트 작성법, 소통
8. 한국학중앙연구원(201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9. Cone,J.D.&Foster,S.L.(2006), dissertations and theses from start to finish: psychology and related fields,(정
옥분, 임정하 옮김(2004), 학위논문작성법: 시작에서 끝내기까지, 시그마프레스)

(과제)
1~8주차: 과제 4회
9~15주차: 수업 내용에 따라 매 시간 논문의 일부를 작성하여 발표

(평가방법)
과제 40%
기말보고서 40%(수업 시간에 작성한 논문을 최종 수정하여 제출)
출석 및 수업 참여도 20%.

교재 및 참고문헌

과제 및 평가방법

주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과제 및 연구 문제 비고

1
1. 강의 내용과 방법 소개
2.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과 구조

2
1. 논문의 제목 정하기
2. 연구 계획서 작성하기

과제 1
연구 계획서 작성

3
1. 차례 쓰기
2. 서론 쓰기
-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

과제 2
차례 쓰기

4
본론 쓰기(1)
-연구 방법론, 이론적 배경, 용어 정의

과제 3
용어 정의하기

5
본론 쓰기(2)
-연구 윤리 및 표절 문제
-인용하기와 각주 쓰기

6
본론 쓰기(3)
-본론 구성을 위한 단락의 특성 파악하기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적인 표현 익히기

강의 내용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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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학술논문작성법>(2015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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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will from time to time show the slides and read the finished product of their business letters 
and essays to the class. 

강의개요 및 목적

교재 및 참고문헌

과제 및 평가방법

강의 내용 및 일정

주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과제 및 연구문제

7
본론 쓰기(4)
-데이터 분석과 기술하기
-데이터 해석과 적용하기

8
1. 결론 쓰기
2. 참고 문헌 쓰기
3. 초록 쓰기

과제 4
참고 문헌 목록 작성하기

9 수강생 개별 연구 계획서 발표 개별 피드백

10
학술논문 차례와 서론 쓰기 실습
(발표와 토론)

발표와 토론
교수자 첨삭

11

학술논문 본론 쓰기 실습 1
(발표와 토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론
-본론의 내용 구성과 배치

발표와 토론
교수자 첨삭

12
학술논문 본론 쓰기 실습 2
(발표와 토론)
-단락의 특성에 맞게 쓰기 실습

발표와 토론
교수자 첨삭

13
학술논문 본론 쓰기 실습 3
(발표와 토론)
-피드백과 수정하기

발표와 토론
교수자 첨삭

14
학술논문 결론 쓰기 실습 
(발표와 토론)

발표와 토론
교수자 첨삭

15
학술논문 참고 문헌 및 초록 쓰기 실습
(발표와 토론) 

발표와 토론
교수자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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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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rect question statements 
At the end of the class, they will write a short 
essay incorporating statements with indirect 
questions and create two page long slid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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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rite and submit the first project of essay 
and slides when necessar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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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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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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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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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Write and submit the second project of 
essay, business letter, and slid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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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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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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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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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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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어문학 현장실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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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Write and submit final essay, business 
letter, and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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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기: 

[문항1～문항7]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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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진행 방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13 -

② 담당교수 강의평가 결과지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담당교수 김주현, 김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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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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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목명: 문화어문학현장실습(중간: 문학 분야)
2. 담당 교수: 김주현
3. 강의목적:
 본 강좌는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현장과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화어문
학 연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설하였다. 
1)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현장 파악
2) 문화 어문학 현장에 대한 방문 답사
3)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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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명: 문화어문학현장실습(기말: 국어학 분야)
2. 담당 교수: 김덕호
3. 강의목적:
 본 강좌는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문화 현장과 문화산업화의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화어
문학 연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1) 영남권내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문화 현장 발굴 및 탐방
2) 문화산업화의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학문적 연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영되는지 체험
3) 현장실습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습함

4. 평가: 
  문화어문학현장실습에 대한 기말평가 결과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장점 1) 다양한 현장 경험과 현장에서 관련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의 폭을 넓혔음
       2) 조사한 내용을 자료화하는 아카이브 구축 방법을 학습할 수 있어 유익했음
       3) 현장 답사에서 구축된 자료를 통해 답사 지역의 한계점과 발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던 점
  단점 1) 학생들의 세부전공이 다른 상황이므로 교수자의 전공에 따라 학습 요항의 차이로 이해도가 떨어

질 수 있음.
       2) 분야가 다른 2분 교수자의 팀티칭이라 결과물을 2종류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3) 전공별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나 논문으로 탄생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외부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함.
5.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1) 학생들의 세부전공이 다른 상황에서 해당 전공자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통 관심사의 학습요항을 

개발하도록 함.
  2) 팀 티칭 각 교수자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적용한 최종 과제물을 1편만 제출하게 하여 분야별로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3) 전공별로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자의 분야에 맞는 논문으로 탄생할 수 

4. 평가: 
  문화어문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장단점이 모두 지적되었다.  
  장점 1)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문학 작품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한 실질적 이해 증진.
       3) 문화적 시야에 대한 확대, 문화어문학 현장을 통한 텍스트 및 지역 이해의 확대 기타 등등
  단점 1) 학과 세부 전공별 소통의 부족
       2) 현장 실습을 활용하여 실제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부족.
       3) 팀티칭에 따른 과제 양이 많음, 실습 기회의 부족 등

5. 환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 예정
  1) 연구 방법론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도모. 
  2) 구역별 현장 답사에 따른 사전 문화어문학 현장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이해 추구.
  3) 실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 답사보다는 팀 답사 위주로 답사의 방향을 조정해 볼 필요.
  4) 팀티칭의 수월성을 위해 담당 교수 사이에 과목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더불어 전체 실습 일정에 대한 
상시적 논의 체계 강화.
  5) 4)를 통해 과제의 양을 조정하고, 과제는 담당 교수 가운데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수에게 제
출하여 과제의 부담을 줄임.
  6) 전체 합평회를 가져 다음 수업에 반영.
  7) 이번 현장 실습의 경험을 다음 강좌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좋은 실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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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 동영상 공개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 동영상 사업단 홈페이지 공개
-문화어문학 교육 접근성 제고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세부 전공 간의 단절을 극복하면서 사업단이 지향하는 인력양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어문학의 문화론적 접근을 위한 공통이수 과목을 개설하였다. 2015년 1학기에는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한국어논문작성법>이 2015년 2학기에는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이 개설되었다. 특히 <문화어문학 현장 실
습> 및 <영문학술논문작성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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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은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과목에 대해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담당교수가 강의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강의평가는 사업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강의평가를 통해 향후 개설 
예정인 동일 교과목의 강의 운영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강의 평가를 통해 교과목 운영의 내실화를 기
할 수 있고, 이러한 교과목 운영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있도록 현장 실습 활동을 특화하여 설정하도록 함.
  4) 세부 전공 별로 내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또한 여타 다른 학문 분야와도 소통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 동영상 공개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의 아젠다와 연관성이 깊은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의 강의 동영상을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http://webbuild.knu.ac.kr/~bk21ync/)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의 강의 동영상 공개를 통해 소속 
대학원생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문화어문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
라 본 사업단에서는 2015년부터 강의 동영상 온라인 공개를 시작하였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문화어문학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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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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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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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강의 동영상은 현장 탐방 및 실습을 통한 문화적 시야의 확대 가능성과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적용 사례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본 사업단은 강의 동영상 온라인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어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생 및 타 학교 학생들에
게 문화어문학 이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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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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방언학>
-참여교수의 학부생 졸업논문 지도를 통한 우수 학생 확보 및 양성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공동 세미나 진행

-2015년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별 수강생 현황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에 대한 평가

  문화어문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신설되는 5개의 교과목 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중 문화어문학 유관 과목을 심
화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이 신설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들 심화 교과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으로, 본 학과에서 꾸준히 문화어문학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
여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15년에는 분야별 심화 교과목 중 <국어자료처리연구>, <국어사문헌연구>, <한국어문화론연구>, <국어
방언론연구2>, <한국민요연구>, <국어정보학연구>가 개설되었다. 따라서 3차년도에는 신규 교과목과 심화 교
과목을 포함하여 모두 9개의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2015년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강좌번호 강좌명 담당교수

KORL714001    국어자료처리연구 남길임

KORL715001 국어사문헌연구 백두현

KORL739001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김주현, 김덕호

KORL749001    한국어문화론연구 김덕호

KORL801001 한국어논문작성법 박지애, 오선영

KORL80200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브랜, 윤화 전

KORL914001    국어방언론연구2 이상규

KORL934001    한국민요연구 김기현

KORL973001 국어정보학연구 남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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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목 담당교수 수강자 수
1 비교문학 박현수 15명
2 한국구비문학 김기현 21명
3 한국문학사상론 정우락 14명
4 한글문헌의 이해 백두현 21명
5 방언학 김덕호 57명

-2차년도 참여교수 학부생 졸업논문 지도 현황

- 참여대학원생-학부생 공동 세미나 1
▪ 예천 지역의 언어와 언어문화 공동 조사 및 세미나
▪ 공동조사 일시: 2015년 6월 20일~21일

2015년 1학기

졸업자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정효정 노희경의 TV드라마네 나타난 페미니즘- 모성적 사랑을 중심으로
김재석

도혜민 현대 희곡에 나타난 여성들

왕딴딴 한국어와 중국어 의성어의 대조 연구
남길임

김세연 ‘완전’의 성격 분석과 제언-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최영광 내암 정인홍 문학에 나타난 역사적 사물인식 태도 정우락

2015년 2학기

졸업자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안슬기
야콥슨의 의사소통모형을 이용한 SNS 광고 언어 분석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백두현

박용현 웹툰의 시청각적 장치에 대한 연구 김재석

노혜지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뜬 구름(浮雲)과 이광수의 무정(無情)을 통해 살펴본 

일본과 조선의 연애 수입 양상
김주현

신소윤 강안공간에서 나타나는 문학 감성 정우락

안주현
말뭉치에 나타나는 ‘예쁘다’와 ‘이쁘다’의 의미와 용법 비교

-표준어 규범과 실상 문제를 중심으로
남길임

쉬나 한국어 ‘-었-’과 중국어 ‘了’의 과거 의미 대조

마민혜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확장과 새로운 결합 현상 김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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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장소: 경북 예천군 맛질마을
▪ 조사내용: 예천의 전통방언 및 예천의 공공언어, 언어의식 조사
▪ 참가자: 백두현 교수(참여교수), 홍미주(계약교수), 참여 대학원생 및 학부생 다수.

-학부-대학원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 영남 서부권 및 중부권 지역의 어문학 현장 탐방 및 자료 조사
▪ 일시: 2015년 8월 27일~29일
▪ 장소: 경남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통영시, 양산시, 경북 경주시 등
▪ 목적: 

-문화 자원으로서의 한국 문학 현장 탐방 
-영남지역 고문서 자료 조사 
-영남 서부권 및 중부권 사상 현장 탐방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문화콘텐츠 현장 탐방
-학부-대학원 연계 강화

▪ 참가자: 참여교수 및 계약교수, 참여대학원생 및 학부생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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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년도 참여교수 <학위논문연구> 수업 개설 현황

개설 학기 강좌번호 강좌명 과목 담당 참여교수

1학기

KORL799003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백두현

KORL799004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주현

KORL799005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정우락

KORL799007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덕호

KORL999002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주현

KORL999004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남길임

KORL999005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덕호

2학기 KORL799003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덕호

영역 조사 내용 조사자 조사 분야

전통
방언

어휘: 식물, 동물 김명주, 배은혜
어휘어휘: 인체, 인륜 안미애, 김영서

어휘: 농사 안주현, 권용원
문법, 음식 어휘 홍미주, 송지혜 문법, 형태
음운 이갑진, 정연정 음운체계와 음운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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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학․석사 연계 전공을 통한 실무 인력양성 과정과 석․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양성 과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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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양성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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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에는 문화어문학 관련 연계 5개 교과목을 학부과정에 개설하여, 학부생들이 문화어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4차년도부터는 기존의 5개 교과목 외에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등 3개의 교과목을 추가로 연계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연계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과정에 입학
할 경우, 본 사업단에서는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 학
부생 졸업 논문 지도 제도를 정비하였다. 학부생들이 졸업 논문을 쓰기에 앞서 먼저 졸업 논문 주제를 제출하면, 
제출된 주제에 따라 학부 논문 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실질적인 논문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박사 전문과정에서는 <학위논문지도> 수업을 정비하여, <학위논문지도> 수업에서는 매 학기마다 연구윤
리교육과 문화어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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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내 전공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
다.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에 대해 핵심 전공을 지도하는 책임 지도교수와 논문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전공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함으로써 융합적 방법을 살린 창의적 논문이 산출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3차년도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현황

  

KORL799007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주현

KORL799008 석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김재석

KORL999004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남길임

KORL999006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정우락

KORL999009 박사학위 논문연구(국어국문학) 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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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단 운영 규정 마련

-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2015년 12월 1일)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세칙을 통합하고,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업단의 조직,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은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참여대학원생 책임 지도교수 공동 지도교수 연구 주제

정성희(국어학 전공/ 석사 과정)
백두현

(국어학)
남길임

(국어학)
북한 지역의 언어문화 연구

강유정(현대문학 전공/ 석사 과정)
김주현

(현대문학)
박현수

(현대문학)
최인호 소설의 청년과 웃음의 문화론적 

연구

배준영(국어학 전공/ 박사 과정)
백두현

(국어학)
김덕호

(국어학)
새터민의 언어문화 연구

김나혜(고전문학 전공/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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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수료)
박현수

(현대문학)
정우락

(고전문학)
유학 사상에 기반한 현대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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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3명
의 학생이 다른 전공의 교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성희는 공동지도교수제를 통해 ｢북한 뉴스 발화의 
음운적 특성 연구 : 조선중앙TV 뉴스 방송 언어를 대상으로｣라는 석사논문을 제출 한 바 있다. 사업단은 앞으로 
공동지도교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보완에 힘쓰고, 대상 대학원생의 수를 점차 늘리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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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의 총괄 수행
②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③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④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결정
⑤ 기타 사업단 세부운영 사항 등

제4조(사업단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업단장, 부단장, 실무추진위원회의 분과별 책임교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2. 회의 개최 및 의결
회의는 매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매월 1회 참여교수 전체가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사항을 보고한다.

3. 심의 및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② 사업단 구성 인원
⓷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
⓸ 사업단의 규정 제정 및 개정과 폐기에 관한 사항
⓹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
제5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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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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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이상을 게재한 자.(저서 및 역주서는 논문 100%로 인정함)

제6조(선발 절차) 
1. 신진연구인력은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2. 신진연구인력 채용 심사위원은 사업단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심사 단계 및 단계별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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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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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수)
1. 신진연구인력에게는 월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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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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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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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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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진연구인력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지도 · 관리한다.

제11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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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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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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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13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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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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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이다. 
2. 석사과정생은 월 60만 원 이상, 박사과정생은 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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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5% 15% 10% 30%
박사과정 신입생 석사과정 성적 10% 20% 10% 20% 10% 30%

박사과정생 직전학기 성적 10% 20% 10% 20% 10% 30%

평가방식 정량 정량 정량 정량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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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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원대학원생 의무) 지원대학원생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단이 정한 학술 실적 목표를 기한 내
에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은 지원 시작 시점에 사업단에서 정한 서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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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 학술 실적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사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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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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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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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공모전>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 절차 및 선
발기준과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단이 정한 ｢성과급 지급 세칙｣에 따른다.

제5장 국제화 경비 운영
제17조(국제화 경비 지원 항목) 국제화 경비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장ㆍ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8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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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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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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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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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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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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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회의장 대여료, 행사 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으로 집행한다. 

제6장 참여교수 평가 및 사업단 성과급 지급 

제21조(참여교수 평가) 
1. 사업단은 매년 1회 이상 참여교수의 업적을 평가한다.
2. 평가항목과 기준은 사업단이 정한 세칙에 따른다.
3. 사업단장은 참여교수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평가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사업단 운영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
다. 

 1) 예산의 차등 분배 및 성과급 지급
 2) 참여교수의 사업단 참여 유지와 교체

제22조(지급대상) 성과급은 사업단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제23조(지급기준)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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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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성과급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위원회는 사업단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
는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2인으로 구성된다. 

제25조(평가기준 및 지급절차)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참여교수
평가위원회는 당해 사업연도 말에 참여교수의 사업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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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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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진연구인력
평가위원회는 당해 사업연도 말에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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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평가기간) 평가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7장 기타 

제27조(기타)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평가방법

사업단 기여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등 사업단(팀) 운영,관리에 
대한 기여도

20점 ~10점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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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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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사업단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윤리규정안내서> 제작 및 안내
-연 2회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
-<학위논문연구> 수업을 ‘연구윤리 교육’과 ‘논문작성법’으로 구성
-논문 제출 시 표절 검증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

(1) 사업단 <연구윤리규정안내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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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일부터는 기존의 세칙을 통합하고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개정 규정을 마련하였다. 사업단의 운영 규정은 사업단의 홈
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사업단 운영 규정 홈페이지 게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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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연구윤리규정안내서

1)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가 생기는 이유

- 연구자가 현실적 압박과 그릇된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연구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짐. ex) 연구비, 졸업논문,
2006년 황우석 교수 사건.

2)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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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윤리는 연구내용의 윤리는 물론 연구 절차의 윤리를 포함하는데, 사실 내용과 절차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3) 연구윤리의 범위와 쟁점

- keyword는 진실성(integrity).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연구윤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진실성 ⊃ 절차적 투명성 & 내용적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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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수행 과정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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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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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의 1999년 FFP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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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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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결과 출판의 부정행위

-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authorship)를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를 정
함으로써 공로(credit)를 합당하게 배분해야 함.

-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 즉 명예저자 표시(honorary
authorship)가 근절되어야 함. 또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에 대해 정당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
며,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중복해서 발표하여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를 피해야 함.

6) 인문학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주제인 표절

- 인문학의 경우에는 과거의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근거한 비평적 고찰이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함. 따라서 인문학에서 표절의 문제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분명한 표절의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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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임. 이러한 표절의 정의 자체
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인문학 내부에서조차 각 분과학문별로 표절의 정의를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해
낼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ex) 인용 표절?  상식의 내용과 범위?

7) 연구윤리 제도화에 관한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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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학술지 투고가 활발해지면서 몇몇 연구 부정행위 사건들이 발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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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2월 8일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했음.

8)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윤리

-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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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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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이와는 별도로,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논문발표단계에까지 간접적이지만 그 연구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함.

-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및 해석.

①올바른 데이터의 선택

②올바른 통계처리

③데이터 수집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오류의 바른 처리

-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근절.

9) 표절

- 표절(剽竊 - 도둑질하다, 훔치다), plagiarism(← plagiarus[납치자], plagiaire[훔치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
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brain chil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 절도로 규
정됨.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2009. 9):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
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cf. 저작권(copyright):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10) 표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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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출처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③중복게재: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다시 출판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함

④부당한 저자 자격

11) 중복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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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절
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로 표절처럼 연구부정행위로까지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자
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임.

- 자기표절(self plagiarism)

-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 논문 쪼개기(Salami slicing publication)

- 논문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중복게재 정의: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12) 올바른 인용

- 인용의 의미와 목적

①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②공통되거나 상반된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③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 종류: 직접 인용 & 간접 인용

- 인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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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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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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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가급적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

⑤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됨.

13) 말 바꿔 쓰기를 위한 제언

- 말 바꿔 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①주의 깊게 꼼꼼히 읽는다.

②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③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④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⑤나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 말 바꿔 쓰기의 기본 원칙

①원전과 비슷한 어휘 수를 유지한다.

②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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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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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워크숍> 이수

- 2015년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워크숍”
-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 일시: 2015년 6월 2일(화) 09:30~13:00/14:00~17:30
- 장소: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
- 사업단 참여인력 15명 이수

②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이수

- 경북대학교 2015년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IRB 방문형 교육”
- 주관: 경북대학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일시: 2015년 11월 10일(화) 13:30~17:30
- 장소: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
- 목적: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의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이해 및 IRB의 배경 및 심의 절차, IRB 대응 

노하우 습득

  연구윤리교육 실시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참여인력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사업단 자체적으로 <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제작
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15명)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
최하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교육 워크숍> 및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아울러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석·박사 학위논문연구> 수업에서는 1~3주에 걸쳐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련의 연구윤리교육은 사업단 참여인력의 연구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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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의 국제화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개설

-2015년 2학기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
-매년 1회 개설 예정
-참여대학원생의 영문 학술논문작성 능력 배양에 기여

2) 해외 석학 초청 강연 

- 해외 석학 초청 강연1
강연자: 양보충(중국 하북대학 교수)
강연주제: 불교 문화가 근대 한자에 미친 영향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5: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 해외 석학 초청 강연2
강연자: 강검운(중국 하북대학 교수)
강연주제: 중국에서 본 한국의 문화산업 연구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5: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 해외 석학 초청 강연3
강연자: Mark A. Peterson(미국 브리검영대학교)
강연주제: 흥부전의 재발견-조선후기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일시: 2015년 5월 20일(수) 15:00~18:00
장소: 인문대학 423호

- 해외 석학 초청 강연4
강연자: 전건민(중국 하북대학 교수)
강연주제: 魯迅의 <野草>에 논하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15: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개설에 대한 평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학술지나 영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영문 학술논문 작성 능력을 기를 필요
가 있다. 1차년도에는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2차년도부터 매년 1회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을 개
설·운영하고 있다. 이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 결과물을 세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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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석학 초청 강연5
강연자: 양춘승(중국 하북대학 교수)
강연주제: 고려본 <용감수경>을 이용한 疑難字의 고증과 해석 三則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15: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해외 석학 초청 강연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은 사업 참여 인력의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 관련 외국 저명학자의 초청강연을 매년 2
회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3차년도에는 5명의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해외의 한국학 자료 
및 한국학 연구 동향과 연구 방향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하북대학의 양보충 교수는 불교 문화가 근대 한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문자에 특정 문화가 미친 
영향을 소개한 이 강연은 문화어문학에서 어학 분야의 연구 방향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강검운 
교수는 중국에서 본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 강연하였는데, 현재 우리의 문화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강연을 통해 문화적 접근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마크 피터슨 교수는 조선 후기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흥부전을 설명하였다. 모두가 알
고 있는 텍스트인 흥부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시각을 넓혀 주었다. 전건민 
교수는 魯迅의 <野草>에 대해 강연하였는데, 텍스트를 다방면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양춘승 교수는 고려본 <용감수경>을 이용하여 疑難字의 고증과 해석
에 대한 고민을 강연하였다. 현존하는 고려본 텍스트가 중국의 문자해석과 고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
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 작성법> 교과목 개설

-2015년 1학기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매년 1회 개설 예정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한국어 논문작성 능력 배양에 기여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 작성법> 교과목 개설에 대한 평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작성법>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문장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 문장 기술 능력 배양은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물을 유학생 자국어
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세계화 지향에 일조할 수 있다.
  1차년도에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작성법>이 대학원 교과목으로 편성되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
년도에는 커리큘럼을 확정하여, 3차년도(2015년)에는 1학기에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 작성법>이 개설되
었다. 

4)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1) 참여대학원생 해외 단기연수 1

-단기연수명: 일본 칸사이(関西)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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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일본 천리대학교
-연수기간: 2015년 6월 14일~19일
-연수참가자: 이수은, 김동현(참여대학원생), 김재석(인솔교수)

(2) 참여대학원생 해외 단기연수 2

-단기연수명: 한중 문화, 어문학, 역사의 이해와 교류 연수
-연수기관: 중국 하북대학교
-연수기간: 2015년 12월 11일~15일
-연수참가자: 김명주, 김소연, 배은혜, 량자오, 전계성(참여대학원생), 박지애(신진연구인력), 백두현(인솔교수)  

(3) 참여대학원생 해외 단기연수 3

-단기연수명: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연수기관: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연수기간: 2016년 2월 17일~21일
-연수참가자: 김명주, 정해연, 배은혜, 이민주, 이철희, 칸 앞잘 아흐메드(참여대학원생), 남길임(인솔교수)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을 계획하였다. 
  3차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 단기 해외 연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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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칸사이(関西)지역 전통문
화예술의 보존과 현대화 전략 연수’, ‘한중 문화, 어문학, 역사의 이해와 교류 연수’, ‘인도네시아의 한국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 등 다양한 연수 주제와 관련하여 학술발표를 준비하고, 단기연수 이후에는 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및 
연수 자료집을 제작하여 해당 연수 결과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기연수 참가 결과보고서 예시(참여대학원생 전계성)

연수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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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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자

이름 전 계 성

지도교수 김 주 현

등록학기 수 ( 석사 )과정       ( 4 ) 학기

연락처 전화: 010-2740-2500   이메일: jjkksss@naver.com

연수 사항

연수기관 중국 하북대학교 문학원

연수프로그램 한·중 어문학,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교류 연수

연수기간  2015년 12월 11일 ~ 2015년 12월 15일

참가결과요
약

(학술적 
의의 및 

연구동향)

 이번 중국 단기연수는 ‘한중 문화적 인지와 대화’라는 주제로 중국의 한국학 전문가들이 

대거 하북대학에 초청되어 수많은 강연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대단하였다.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간 정도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어 빡빡한 일정이었으나 통역 및 쌍어 

발표가 번갈아 나오면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지식이 쌓였다. 중국어를 공

부하고 최소한 요약본을 중국어로 만들 수 있어야 앞으로도 효율적인 학문적 교류가 활

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학원생 학술세미나에서는 2시간 안에 10명 이상이 발표하게 되어 10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예상대로 즉각적인 통역 만이 가능했다. 한국과는 달리 발표자가 가장자

리에 위치하여 발표를 하게 하였다. 본 연수자는 발표 내용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영상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간에 서서 판서를 활용하고, 통역이 쉽도록 또한 속도

감 있는 진행으로 청중을 주목시키는데 발표의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중국의 한국학 전반에 대한 동향이 교류적 차원에서의 한국 고전

문학 분야를 향하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한국 학자들의 관심도 고전 문학 분야에 있어서

는 이와 비슷했음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사학과, 노어노문학과에 재직하는 학자들의 과거

를 통한 현재 진단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학이나 어학

이라는 틀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와 교류되고 있는 학문적 풍토였다. 

BK21플러스사업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
니다.

                                                 2015년 12월 21일
                                                 신청자 소속 : 인문대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성       명 : 전    계    성    (인)
                                                 
    
     영남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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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해연
▪발표논문: Forms of Address in French-Korean and Korean-French Dictiona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French Learner of Korean
▪학술대회명: Asialex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개최국가: 중국
▪주관기관: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개최일: 2015년 6월 25일~27일
▪개최장소: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②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2

▪참가자: 칸 앞잘 아흐메드
▪발표논문: 이광수의『무정』과 타고르의『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학술대회명: 제12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개최국가: 오스트리아
▪주관기관: 국제고려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개최일: 2015년 8월 20일~21일
▪개최장소: University of Vienna

(2) 기타 국제 학술대회 
-연구재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국제 학술대회

▪참가자: 김명주
▪발표논문: 《释谱详节》的书志与研究成果检讨
▪학술대회명: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学术研讨会”
▪개최국가: 중국
▪주관기관: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개최일: 2015년 12월 12일~13일
▪개최장소: 하북대학

▪참가자: 배은혜
▪발표논문: 对于汉语，韩语，满洲语辞典《满清文鑑》
▪학술대회명: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学术研讨会”
▪개최국가: 중국
▪주관기관: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개최일: 2015년 12월 12일~13일
▪개최장소: 하북대학

▪참가자: 량자오
▪발표논문: 国文燕行录的研究成果与课题
▪학술대회명: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学术研讨会”
▪개최국가: 중국
▪주관기관: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개최일: 2015년 12월 12일~13일
▪개최장소: 하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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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김소연
▪발표논문: 战争实记《琐尾录》的价值
▪학술대회명: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学术研讨会”
▪개최국가: 중국
▪주관기관: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개최일: 2015년 12월 12일~13일
▪개최장소: 하북대학

▪참가자: 전계성
▪발표논문: 在世界之底咆哮的李箱的真理-<翅膀
▪학술대회명: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学术研讨会”
▪개최국가: 중국
▪주관기관: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개최일: 2015년 12월 12일~13일
▪개최장소: 하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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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는 모두 7건이었다. 이 중 2건은 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회 요건(4개
국 이상 참여,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을 충족한 학술대회였으며, 5건은 국제
적 규모의 학술대회이긴 하지만 연구재단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학술대회였다.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학술대
회 발표 실적은 사업단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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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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남길임(참여교수)
-시상내용: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별 1편 / 상장 및 상금 300,000원
-수상자 명단

번호 이름 논문명/학술지(발행일)

1 김명주 20세기 전기 일본어 학습서의 일본어 한글 표기 연구/어문학(20150630)

2 최은주  愛日堂具慶帖을 통해 본 聾巖 李賢輔의 문화 활동/대동한문학(20151231)

2)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① 전문가 초청 특강 1

-강연자: 남권희(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우수학술논문상> 확대 시행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의 소속학과에서는 2011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상(현대문학)을 수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
학원생의 논문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단은 《우수학술논문상》을
모든 전공 영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각각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3차년도에 발표한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2편을 선발하여 <우수학
술논문상>을 시상하였다. 
  김명주의 논문은 20세기 전기 일본어 학습어의 일본어 한글 표기를 연구한 논문으로서, 근대 일본어의 한글 
표기와 한일 음운 대응을 모음부와 자음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최은주의 논문은 愛日堂具慶帖이라는 시화첩
을 통해 농암 이현보의 문화 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당대에 이루어진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하였다는 
측면에서 문화어문학이라는 사업단의 아젠다 탐색에 기여하였다. 
  이들 논문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실천한 연구 성과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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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제: 영남 문헌의 서지와 연구 방법
-일시: 2014년 5월 6일(수) 15: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② 전문가 초청 특강 2

-강연자: 황은하(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교수)
-강연주제: 한·중 병렬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일시: 2015년 11월 20일(금) 15:00~18:00
-장소: 인문대학 428호

② 전문가 초청 특강 3

-강연자: 배연경(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강연주제: 문화와 언어의 관점에서 본 사전-세계 사전학 연구 및 개발 동향
-일시: 2015년 12월 21일(월) 15:00~18:00
-장소: 대학원동 214호(학술회의실)

3)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연 1회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신청기간 : 2015년 4월 6일~4월 24일
-총 신청인원 : 16명
-심사기간 : 2015년 4월 30일~5월 5일  
-심사결과 : 석사과정/박사과정 우수 연구논문 계획서 각 3편 선정 
-수상자 명단 및 시상내역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문화론의 이론, 연구 방법,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문화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회를 개최하였다. 3차년도에는 3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다. 
  남권희 교수는 영남의 고문헌 연구를 위해 국어국문학과 서지학이 어떻게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가
에 대해 소개하였다. 서지학의 세부 영역을 소개하고, 교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 강연하
였다. 이 발표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고문헌을 연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교감학에 대해 이해하고, 서지학
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해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황은하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언어에 따른 말뭉치 구축 방법 및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소
개하였다. 배연경 교수는 문화와 언어의 관점에서 본 세계 사전학 연구 및 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디지털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사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전은 이용자의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현재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여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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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공 이름 과정
지도
교수

제목 시상내용

1
국어학

김명주 박사 백두현
SNS 메신저 카카오톡 말뭉치에 반영된 

ㅆ 받침의 표기 문제

상장 및
1인 상금 
20만원

2 이민주 석사 남길임 어휘적 공기관계를 통한 ‘-었었-’의 의미 양상 

3
고전문학

김분청 박사 정우락  변계량의 불교관련시 연구

4 전설련 석사 정우락
金大洛 白下日記의 敍述方式과 作家意識 

硏究

5
현대문학

이수은 박사 김재석
현철의 탈식민적 연극관 연구-중국에서의 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6 전계성 석사 김주현
김남천 초기 소설에 나타난 고발정신의 

비정치성-‘남편 그의 동지’, ‘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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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업단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3차년년도에는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을 시행하여 각 전공의 석사과정 1편, 박사 과정 1편, 총 6편을 선
발해 시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동기를  제고하고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논문을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   

연번 날짜 발표자 과정 주제

1 3.27

서정현 박사수료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가권 장악과 그 의미

황명환 석사과정
한말 영남 유림들의 한시에 나타난 『논어』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전설련 석사과정 백하 김대락의 『백하일기』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2 4.24
최은주 박사과정 『풍산김씨세전서화첩』의 구성과 김중휴의 편찬 의식

황명환 석사과정 향산 이만도와 심재 조긍섭의 한시에 나타난 『논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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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개최에 대한 평가

양상과 그 의미
전설련 석사과정 김대락 『백하일기』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3 5.22
서정현 박사수료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군담의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의

김소연 석사과정
『고대일록』과 『낙재선생일기』에 나타난 전쟁 체험과 

서술방식

4 6.25
황명환 석사과정 근대 전환기 한시의 『논어』 수용 양상과 그 의미

김소연 석사과정 『정만록』에 나타난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5 7.31

서정현 박사수료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군담의 특수성과 그 의미

김분청 박사수료 亨齋 李稷 유배기 시의 諸 樣相

김소연 석사과정 士와 官人의 임란 체험 양상과 서술 방식

6 8.24

김분청 박사수료 조선 초기 사대부의 불교인식과 그 유형

최은주 박사수료 김종덕의 ｢옥계유산록｣에 나타난 서술방식과 그 의미

전설련 석사과정 『백하일기』의 서술의식과 그 문학적 의미

7 9.24
김동연 석사과정 조선후기 도통가의 전개양상과 작가의식

김소연 석사과정 경상좌도와 전라도 士의 임란 체험 양상과 서술방식

8 10.30
서정현 박사수료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군담의 특성과 그 의미

김분청 박사수료 이직 불교인식의 시적 형상화

9 11.27

량짜오 박사과정 雪汀 『朝天日記』에 나타난 李忔의 戰爭觀과 意識指向

김동연 석사과정 도통가사의 전개양상과 작가의식

김소연 석사과정 『瑣尾錄』에 나타난 서술특징과 작자의식

10 12.18

최은주 박사수료 梅山 鄭重器의 雜詠詩에 나타난 생활공간의 재구성

량짜오 박사과정 「休堂 燕行錄」의 敍述方式과 作家意識

김소연 석사과정 小訥 盧相稷의 『紫巖日錄』에 대하여

11 1.26

서정현 박사수료 17세기 군담소설에 나타난 군담의 특수성과 그 의미

최은주 박사수료 2016년도 학위논문 작성 계획

김분청 박사수료 2016년도 학위논문 작성 계획

량짜오 박사과정 2016년도 학위논문 작성 계획

김소연 석사과정 『자암일록』 소재 한시 연구

12 2.20
서정현 박사수료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군담의 특수성과 그 의미

김소연 석사과정 『자암일록』 소재 한시에 나타난 서당의 형상화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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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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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었다. 특히 문학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임란 등의 전쟁 체험, 사대부의 생활공간 등 문화론적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면서 사업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번 날짜 발표자 과정 발표 주제

1 3.18 전계성 석사과정 김남천 자기고발문학의 기원, ｢남편 그의 동지｣

2 4.22
윤지혜 박사수료 장편만화영화 <홍길동>의 중층적 의미 연구

장려홍 석사과정
｢제1과 제1장｣과 ｢흙의 노예｣에 나타난 지식인 변모양상 

연구

3 5.27 티엔즈윈 박사과정 ｢도정｣에 드러나는 정체성의 이념적 편향 연구

4 6.24
칸 앞잘 박사과정 최인훈의 ｢회색인｣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지향성 연구

김동현 석사과정 ‘송영의 초기 극’에서 나타나는 검열 우회의 방법들

5 7.15
후팡팡 박사과정 ｢태풍｣에서의 ‘부활’을 위한 서사적 장치 고찰

김대웅 석사과정 채만식 희곡 ｢沈봉사｣의 역사 전망의 기원과 그 의미

6 8.26
이수은 박사과정 한국과 중국에서의 『인형의 집』 수용과 노라

전계성 석사과정 ｢지주회시｣에 나타난 반복과 대조의 서사전략 연구

7 9.18
장려홍 석사과정 차범석의 『산불』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연구

김대웅 석사과정 김종삼 시의 수사학과 전후 모더니즘의 윤리

8 10.16 칸 앞잘 박사과정 최인훈 『서유기』 자유적 민주주의 연구

9 11.20
후팡팡 박사과정 동귀일체적 서사의 의미 고찰

전계성 석사과정 ｢날개｣의 자료적 의미와 가치

10 12.18
박주희 석사과정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 ｢패강랭｣과 ｢영월영감｣을 
중심으로

리화징 석사과정 강경애의 ｢소금｣과 蕭紅의 ｢橋｣의 비교연구

11 1.15
이수은 박사과정

한국과 중국의 <사랑의 각성>과 <종신대사>에 대한 
비교연구 (입센, ｢인형의 집｣ 한·중 수용 양상)

장려홍 석사과정
박완서의 『미망』과 장결(張潔)의 『무자(無字)』에 

나타난 여성주체의식 비교연구 –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12 2.25 칸 앞잘 박사수료 최인훈 소설 『하늘의 다리』에 나타난 환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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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어학 전공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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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계성 석사과정 이상 소설의 반복·확장 구조 연구

연번 날짜 발표자 과정 발표 주제

1 3.30

김예니 박사
경북 칠곡군 상호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목차 및 수정 

진행상황 발표.

정성희 석사
북한 뉴스 방송 언어의 음운 현상 연구｣ 석사논문 진행 

상황 발표.

김명주 박사
20세기 초 필사본 여성 교육서의 음운 현상 연구｣ 논문 및 

심사서 발표.

장유정 석사
한글문헌의 특정문화 어휘 추출 방법과 분류 방법 수정 

사항 및 진행 상황 발표.

박지수 석사
국어 정책이 국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환 연구｣ 석사 

논문 목차 및 연구 계획 발표. 

2 4.27

김예니 박사 ｢경북 칠곡군 상호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논문 발표.

이철희 석사
｢대구 화자들의 방언 태도 및 식별에 대한 연구｣ 논문 

발표.

이민주 석사
선어말어미 ‘-었었-’의 결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 

진행 상황 발표

박지수 석사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심사서 및 

수정 사항 발표

장유정 석사
병학지남 언해문이 특징에 따른 이판본들 간의 관계 

연구｣진행 상황 발표

배은혜 석사 규합총셔의 음운론적 연구｣ 연구 계획 발표

김명주 박사
20세기 전기 일본어 학습서의 한글 音注 표기 연구｣ 투고 

계획 발표

정의철 박사
핵심어 분석을 이용한 세월호 사건에서의 대명사, 사용 

양상 연구｣ 진행 상황 발표

정성희 석사
북한 뉴스 방송 언어의 음운 현상 연구｣ 수정 및 석사 논문 

진행 상황 발표

3 5.27

김명주 박사
‘SNS 메신저 카카오톡 말뭉치에 반영된 ㅆ받침의 표기 

문제’ 진행 상황 발표

이민주 석사
‘선어말어미 ‘-었었-’의 결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 

진행 상황 발표

이철희 석사 ‘대구 화자들의 방언 태도 및 식별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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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배은혜 석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규합총셔｣의 국어학적 연구’ 

진행 상황 발표

4 6.24

김명주 박사
SNS 메신저 카카오톡 말뭉치에 반영된 ㅆ받침의 표기 

문제’ 발표

배은혜 석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규합총셔｣의 국어학적 연구’ 

발표

이철희 석사
대구 화자들의 방언 태도 및 식별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 

발표

제갈덕주 박사 의미 합성에 따른‘아무X’의 부정극성 연구’ 진행 상황 발표

이민주 석사
선어말어미 ‘-었었-’의 결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 

마무리

5 7.27
김명주 박사

｢19세기 경기도 방언을 반영한 쌍선기의 국어학적 분석 
연구｣ 1차 입력 완료, 2차 교차 검토 중 

이민주 석사
어휘의 공기관계를 통한 ‘-었엇-’의 의미 양상 고찰｣ 선행 

연구 검토

6 8.31

제갈덕주 박사
｢東學의 통합적 상상력과 논리구성에 관한 의미론적 접근: 

崔時亨의 三敬思想을 중심으로｣

김명주 박사
｢19세기 고전소설 쌍선기의 국어학적 분석 연구｣ 진행 

상황

이철희 석사
｢한국어 방언 어휘의 문화적 분류-식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이민주 석사
｢어휘의 공기관계를 통한 ‘-었었-’의 의미 양상 고찰｣ 선행 

연구 보완

7 9.23

김명주 박사
｢근대국어 시기 ㆍ의 비음운화 연구사 정리｣ 연구 계획 

발표

이민주 석사
｢감성 분석 관련-Classification and Extraction｣ 감성 어휘 

접근 방법 제시

이철희 석사 ｢한국어 방언 문화론｣ 진행 상황 발표

8 10.27

김명주 박사 근대국어 시기 ㆍ의 비음운화 연구사적 검토

이민주 석사
｢어휘의 공기관계를 통한 ‘-었었-’의 의미 양상 고찰｣ 

선행연구 

이철희 석사 신방언(New-dialect) 연구 계획 발표

배은혜 석사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연구 계획서 발표

이지은 석사 담화 유형에서의 사·피동 표현 연구 계획서 발표

9 11.19

김명주 박사 근대국어 시기 ㆍ의 비음운화 연구사적 검토 진행상황 발표

정해연 박사 ｢한불자전｣의 발음 표기 연구 계획서 발표

제갈덕주 박사 한국어 N의 미세의미 분석 알고리즘 발표

10 12.23
이철희 석사 신방언(new-dialect) 연구 과정 발표

이민주 석사
어휘적 공기관계를 통한 ‘-었었-’의 의미 양상 고찰 

진행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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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실시

- 내국인 참여대학원생과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을 쌍방향 멘토로 지정해 필요한 어학 능력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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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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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소속학과 대학원생이 참가하고, 소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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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혜 석사 ‘-거든’의 기능과 통사적 제약 연구 진행상황 발표

이지은 석사
텍스트에 따른 피동 표현의 유형과 사용의 경향성 진행상황 

발표

11 1.28

제갈덕주 박사
명사 ‘책’의 다면성에 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 형용사를 

중심으로 진행상황 발표

정해연 박사
불한/한불사전에서의 감정형요사 대응어에 대한 문제 연구 

진행상황 발표

이민주 석사 ‘-었었-’의 의미적 기능 고찰 진행상황 발표

12 2.24
이지은 석사 피동 표현 ‘N되다’의 유형과 사용의 경향성 결과 발표

김명주 박사
19세기 중엽 고전소설 쌍선기에 반영된 /ㆍ/의 변화 양상 

진행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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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⓵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일시: 2015년 4월 10일(금) 08:30~21:00
-장소: 경북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일대
-참여대상 : 사업단 참여교수,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여대학원생,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등
-일정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실시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글로벌 시대 인문학 연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원서 해독 능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국제 및 국
내 학술 논문 집필 능력 향상을 위해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쌍방향 멘토제》는 기존 어학
수업의 수동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내국인 대학원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을 일대일 파트너로 지정
해 필요한 어학 능력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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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제》 실시 이후 산출된 연구 성과
⓵ 정의철, 쭈즈훼이, ｢문장 차원에서의 한국어 “-고 있-”과 중국어 “在”, “着”의 대조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교육 39, 연세대 한국어학당, 2013. 12.
⓶ 현영희, 탄나나,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양상 - 중국인 학습자의 ‘때문’ 구성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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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쌍방향 멘토》 현황
⓵ 최지현(국어학 박사과정)-정해연(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⓶ 최은주(고전문학 박사과정)-전설련(중국, 고전문학 석사과정)

 본 사업단은 앞으로 내·외국인간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우수한 외국학생들의 적응과 연구결과물의 국제화를 위
해 《쌍방향 멘토제》 시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연번 시간 내용 장소

1 08:30 집결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2 10:30~11:20
현장 탐방

장혁주 소설 아귀도의 배경
예천 지보면 도화리 용암지

3 12:00~12:30
현장 탐방

서애 유성룡의 생애와 학문 
병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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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학습 중 참여대학원생 발표주제

⓶ 가야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일시: 2015년 6월 12일(금) 08:30~21:00
-장소: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창녕군 등
-참여대상 : 사업단 참여교수,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여대학원생,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등
-일정

4 12:40~13:20 점심식사

5 14:00~14:40 한글편지 고문서 견학 안동대학교 박물관

6 15:30~16:20
현장 탐방

김주영 소설 객주
객주문학관

7 16:40~17:30
이문열의 작품 세계 <광산연구소>

현장탐방-한글음식조리서 음식디미방
영양 두들마을

8 17:30~18:30 저녁식사

11 19:00~21:00 도착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1. 병산서원와 서애 류성룡, 그리고 징비록(국어학 박사과정 제갈덕주)
2. 이응태 묘 출토 한글 편지(국어학 박사과정 김명주)
3. 객주문학관(현대문학 석사과정 전계성)
4. 이문열과 두들마을(현대문학 석사과정 김동현)
5. 음식디미방(국어학 석사과정 이철희)

연번 시간 내용 장소

1 08:30 집결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2 09:30~10:00 장기리 암각화 탐방 고령군 쌍림면 안화리 산1번지

3 11:00~12:00
운포정 탐방

-지역 주민과의 대화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409-1

4 12:20~13:20 점심식사

5 13:50~14:40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및 복원생가 탐방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및 복원생가

6 16:00~17:20

            우포늪 일대 탐방
     -우포늪 생태관 관람
     -시 낭송회
     -도보길 탐방

우포늪

7 17:20~18:15
탑금당치성무기비
진흥왕척경비 탐방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

8 18:15~19:15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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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부-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일시: 2015년 8월 27일(목) ~ 29일(토)
-장소: 경남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통영군, 양산시, 경북 경주 일대
-참여대상 : 사업단 참여교수,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여대학원생,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국어국문학과 대학생 등
-일정

11 19:15~21:15 도착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1일차(8월 27일)

번호 시 간 내 용 비 고

1 ~08:00 집결 경북대학교 주차장

2 09:30~11:30
영남지역 사상 현장 탐방

-해인사

3 12:00~13:00 점심 식사

4 15:00~16:00
영남지역 사상 현장 탐방

-남명기념관(강연 및 대학원생 발표)

5 17:30~18:30
문학현장 탐방

-토지문학관(토지 관련 자료 열람)

6 19:00~ 저녁식사 및 숙박 켄싱톤 리조트

2일차(8월 28일)

번호 시 간 내 용 비 고

1 ~08:00 아침식사

2 08:30~09:10
영남지역 사상과 문학 현장 탐방

-쌍계사(‘최치원의 사상과 문학’-학부생 및 대학원생발표)

3 11:30~12:00
영남지역 문학 현장 탐방

-박경리 기념관

4 12:10~13:10 점심 식사

5 13:30~14:30
영남지역 문학 현장 탐방

-김춘수 유품 전시관
(김춘수 관련 자료 열람)

6 15:00~16:00 문학현장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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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문화어문학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및 현장과 연계된 교육 방법론 탐색의
기회로 활용된다. 지역의 문화 산업체와 지역 축제 현장, 문화정책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도록 한다. 현장 학습 프로그램은 학기당 1회, 연간 2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3차년도에는 3회의 현장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북 북부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이 진행되었
다. 경북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일대의 문화어문학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해당 지역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문화어문학 현장 답사는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창녕군 등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권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이 진행되었다. 지역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지역 내의 향토문화재가 지역민들과 방
문객들에게 어떻게 역사의식 함양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
화와 관련한 인문학적 콘텐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 번째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은 학부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남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통영군, 양산시, 경북 경주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토지문학관>, <쌍계사>, <해인
사> 등 다양한 문학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작가와 작품이 생성된 공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청마문학관(유치환 관련 자료 열람)

7 18:10~ 저녁식사 및 숙박 해운콘도

3일차(8월 29일)

번호 시 간 내 용 비 고

1 ~09:00 아침식사 해운콘도

2 09:30~10:30
영남지역 불교 사상 현장 탐방

-통도사

3 11:30~12:30
영남지역 불교 사상 현장 탐방

-불국사
-신라 시대의 불교 문학(학부생 및 대학원생 발표)

4 12:30~13:30 점심 식사

5 14:00~15:00
영남지역 문학 현장 탐방

-동리목월문학관
(김동리·박목월 관련 자료 열람)

6 16:00~17:00
영남지역 유학 사상 현장 탐방

-양동마을
-종가문화 조사(종손 및 종부와의 대담)

7 18:20~ 경북대학교 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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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

-참여대학원생 28명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26편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0.9편

(1)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감정용언의 부정 구문에 
대한 연구-극성의 정도성과 

의미 범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語文學 한국어문학회
12
7

25-53 201503 3
정의철
서은영

2

2
문순태 타오르는 강에 
나타난 영산강의 의미

동학학보 동학학회 34 272-296 201503 1 우수영 1

3
방정환의 동화극 <노래 

주머니>의 탈식민성 모색
한국극예
술연구

한국극예술학
회

47 47-79 201503 1 손증상 1

4

부정적 핵심어의 추출과 
활용에 대하여: 인문 분야 

학술논문에 나타난 '-었-'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연구

언어과학회 72 275-296 201503 1 이수진 1

5
주술언어의 화행과 문화적 
의미자질에 관한 연구 1

어문논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3 89-123 201503 1

제갈덕
주

1

6
박경리 토지와 최명희 

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

현대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
학회

58 257-291 201504 1 우수영 1

7
Forms of Address in 

Bilingual Lexicography
언어과학

연구
언어과학회 73 179-204 201506 1 정해연 1

8
20세기 전기 일본어 

학습서의 일본어 한글 표기 
연구

語文學 한국어문학회
12
8

1-31 201506 1 김명주 1

9
장편만화영화 홍길동 서사의 

중층적 의미 연구
한국극예
술연구

한국극예술학
회

48 325-350 201506 1 윤지혜 1

10

정지용 일본어시의 ‘산책자’ 
의식과 ‘유리’ 이미지의 탄생 
- 새로 발굴된 자유시인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現代文學
理論硏究

현대문학이론
학회

61 75-94 201506 1 김지혜 1

11
변계량 만시에 나타난 
여성의 시적 형상화

민족문화
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소
60 1-30 201508 1 김분청 1

12 초기 士林派의 山寺와 仙境 韓民族語 한민족어문학 70 267-298 201508 1 김종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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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인식과 그 의미 - 
山水遊記와 紀行詩를 

중심으로 
文學 회

13
한강현전의 이부인의 형상에 
나타난 모순과 그에 투영된 
가부장제 하 여성의 현실

인문사회 
21

아시아문화학
술원

6/
2

87-108 201508 1 서정현 1

14

동학의 통합적 상상력과 
논리구조에 관한 의미론적 
접근 -최시형의 삼경사상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동학학회 36 247-290 201509 1
제갈 
덕주

1

15
『어린이』 아동극의 계급주의 

수용과 그 의미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5 241-268 201509 1 손증상 1

16
『愛日堂具慶帖』을 통해 본
聾巖 李賢輔의 문화 활동

大東漢文
學

대동한문학회 45 39-70 201512 1 최은주 1

17
설정(雪汀) 

『조천일기(朝天日記)』에 
나타난 의식지향(意識指向)

인문사회 
21

아시아문화학
술원

6/
4

1099-11
12 201512 1 량짜오 1

18
근대화 시기 한국에서 

<로보트 태권 V>의 '로봇'이 
가지는 의미

한국극예
술연구

한국극예술학
회

50 225-255 201512 1 윤지혜 1

19

장소를 창조하는 생명 
원리에 관한 고찰 

‘양생(養生)’ 개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소
61 205-235 201512 1 우수영 1

20
한승원<동학제>에 나타난 

제의(祭儀)를 통해 실현되는 
개벽세상 

동학학보 동학학회 37 267-297 201512 1 우수영 1

21
『豊山金氏世傳書畵帖』의 

구성과 金重休의 편찬의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58 167-200 201602 1 최은주 1

22
李稷의 불교인식과 그 시적 

형상화 -『亨齋詩集』을 
중심으로 -

 東方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
소

34 391-421 201602 1 김분청 1

23
안덕문의 산수유람에 나타난 
존현의식과 풍류-｢동유록｣과 

기행시를 중심으로-

南冥學硏
究論叢

남명학연구원 21 253-291 201603 1 김종구 1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발행연월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抗戰前文學的覺醒 

-以<遼寧隨筆爲>中心
理論前沿

甘肅省婦女聯
合會

43 201504 1 량짜오 1

2 中韓文化産業的協力方案探究
靑年文學

家
黑龍江省文學
藝術界聯合會

543 201505 1 량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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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학원생 학술 저서 실적

(3)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
번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변강쇠가와 최척전을 통해 
본 지리산의 양상과 의미

2015년 한국문학언어학회 
2차 학술대회(고전문학)-

지리산권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

20150328
한국문학언어

학회
1 김나혜 1

2

세월호 사건 관련 
기사에서의 명사 사용 양상 

연구 -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대상으로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 전국 학술 대회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 Ⅱ

20150529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사업단

1 정의철 1

3
풍산김씨세전서화첩의 

구성과 김중휴의 편찬 의식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 전국 학술 대회 
20150529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사업단

1 최은주 1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평가

  3차년도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은 모두 26편(학술저서 실적 포함)으로, 1인당 환산편수는 0.9편이다. 이
는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3차년도 계획 1인당 환산편수 0.8편)을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전공 집담회 및 논문 작
성법 수업을 통해 학술논문 지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연구 성과는 양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 또한 문화어문학에 부합하는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제갈덕주의 ｢주술언어의 화행과 문화적 의미자질에 관한 연구｣, 우수영의 ｢박경리 토지와 최명희 혼불을 
통해 고찰한 한국의 음식문화｣, 최은주의 ｢애일당구경첩을 통해 본 농암 이현보의 문화 활동｣ 등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이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이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연구 방법에
서 벗어나 어문학 자산에 내재한 문화적 함의를 연구함으로써 어문학 이해의 편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참여대학원생 손유진, 김예니, 김명주는 사업단에서 간행한 문화어문학 학술 총서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
적 해석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참여대학원생 량짜오는 한국의 주요 문학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한 自然與倫
理-吳晩煥的詩與詩評選集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어문학에 대한 연구방법 모색과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 또한 문화어문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연
번

이름 저서명 출판사 ISBN 쪽 발행연월일
총 저자 

수

1 량짜오
自然與倫理-吳晩煥的詩與詩

評選集
中國河南人
民出版社

9787215093386 107 201506 3

2 손유진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93710
455 201508 17

3 김예니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93710
455 201508 17

4 김명주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93710
455 2015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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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에 대한 평가

  3차년도 참여대학원생의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모두 7편이다. 2차년도에 비해 학술대회 발표의 양적 수치
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향상되었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내용 
또한 영남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발표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전공집담회 및 사업단 학술대
회를 통해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을 적용한 논문 발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사업연도에 논문 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4)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① 연구재단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 학술대회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 Ⅱ

4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인도 현상 연구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 전국 학술 대회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 Ⅱ

20150529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사업단

1
칸앞잘
아흐메

드
1

5

구 단위 감성어휘 후보 
추출의 절차와 선정 

-옥션의 니트와 청바지 
후기를 대상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년 
제5차 학술대회

20150821
한국문 

학언어학회
1 정의철 1

6
최인훈의 <서유기>에 나타
난 자유적 민주주의의 지향
성 연구

제5회 국제문학윤리학비평
연구회 국제학술대회

20151002
동 국 대 학 교 
동서비교문학
학회

1
칸앞잘
아흐메

드
1

7
『愛日堂具慶帖』을 통해 본 
聾巖 李賢輔의 문화 활동

제114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회의(2015년 

추계학술대회)
20151031 대동한문학회 1 최은주 1

연
번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
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Forms of Address in 
French-Korean and 
K o r e a n - F r e n c h 
Dictiona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French 
Learner of Korean

Asialex 9th 
i n t e r n a t i o n a l 
conference
D

중국 20150625

The Hong 
Kong Polyte 
chnic Univer 
sity

2 정해연 1

2
이광수의 『무정』과 타 고
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
식민성 비교 연구

(The 12th ISKS 
I n t e r n a t i o n a 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오스트
리아

20150819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1

칸 앞잘 
아흐메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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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국제 학술대회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에 대한 평가

 3차년도에는 모두 7명의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이 중 2건은 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회 
요건(4개국 이상 참여,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을 충족한 학술대회였다. 
 연구재단의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경북대학교 인문대학과 하북대학 문학원이 MOU를 체
결하고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중 대학원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이후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학술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
번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翅膀》研究资料的意

义和价值 摘要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

学术研讨会
20151212

중국 
하북대학교 

문학원
1 전계성 1

2
《释谱详节》的书志和

学术成果的研究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

学术研讨会
20151212

중국 
하북대학교 

문학원
1 김명주 1

3
战争实记《琐尾录》的

价值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

学术研讨会
20151212

중국 
하북대학교 

문학원
1 김소연 1

4
对于汉语，韩语，满
洲语辞典《满清文鑑》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

学术研讨会
20151212

중국 
하북대학교 

문학원
1 배은혜 1

5
燕行录中的吉光片羽 

- 燕行歌辞

第二届 
中韩硕博士生国际

学术研讨会
20151212

중국 
하북대학교 

문학원
1 량짜오 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

  3차년도에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실적이 양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내용 또한 문화어문학적 접
근을 시도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업단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이 우수 학술 실적으로 
평가받은 것은 사업단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2015년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배준영·백두현, ｢한글 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 서설｣, 정신문화연구 3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이 논문은 한글 문헌에 내재한 문화적 요소를 찾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문화중층
론을 제안한 연구로서 한글문헌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수논문으로까지 선정
될 수 있었다. 

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년 우수 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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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정지용 일본어시의 ‘산책자’ 의식과 ‘유리창’ 이미지의 탄생― 새로 발굴된 『자유시인』수록 작품을 중심
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이 논문은 새롭게 발굴된 정지용의 일본어 작품을 분석한 것으로 일본 유학시절 정지용의 시 세계를 규명한 연
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대문학이론학회에서는 1년 동안 현대문학이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김지혜의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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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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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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미주
식품 상품명의 언어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의미
언어과학

연구
언어과학회 72 417-438 201503 2

2 박지애
영남지역 서사형 시집살이노래의 
통시적 변화와 특징 - 중이 된 

며느리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민요
학

한국민요학회 43 31-53 201504 1

3 홍미주
체언 어간말 ㅊ, ㅌ의 변이 양상 

연구 -서울방언과 경상방언을 
반영하는 문헌을 대상으로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64 63-93 201506 1

4 박지애 대도시 인근 농촌 경계지역의 민요 한국민요 한국민요학회 44 47-73 201508 1

연번 이름 전공 연구분야

1 박지애 고전문학 (고전시가, 구비문학) 영남지역 구비문학 연구

2 홍미주 국어학 (음운론, 방언학)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음운변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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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진연구인력 학술 저서 실적

소통과 전승 -경북 칠곡군을 
중심으로

학

5 박지애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향유된 시조의 양상과 특징
시조학논

총
한국시조학회 44 7-28 201601 1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엄격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1차년도에 3명의 신진연구인력
을 확보하였다. 신진연구인력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과 연구 등에 참여하고, 문화어
문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신진연구인
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에 대한 연례 평가 체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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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연구인력은 계획한 목표보다 초과한 연구 실적을 3차년도에 산출하였다. 이러
한 3차년도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3차년도 종료 시점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두 명의 신진연구인력은 3차년도에 1인당 논문 2.5편을 게재하고 저서 2권에 집필자로 참여하여, 신청서에 명
시한 연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박지애는 ｢영남지역 서사형 시집살이노래의 통시적 변화와 특징｣을 통해 
1970~80년대에 전승되던 영남지역 여성민요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여성을 둘러싼 문화적‧환경적 토
대의 변화가 여성민요에 끼친 영향을 현장론적 연구 방법을 통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홍미주는 ｢식품 상
품명의 언어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통해 식품 상품명이 반영하고 있는 당대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
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휘 연구에서 벗어나 식품 상품명이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함
의를 찾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두 논문 모두 실제 구연되고 사용되는 민요와 어휘를 대상으로 문화적 의미
를 탐색한 연구로서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의 현실적 실천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진연구인력이 저술한 저서는 사업단의 두 번째 총서로, ‘문화어문학’과 ‘지역어문학’이라는 두 개의 시각이 교
차하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박지애는 이 저서
에 ｢영남지역 시집살이노래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를 실어, 영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시집살이노래의 지역문학적 
성격과 아울러 문화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홍미주는 「지방지의 언어문화편 작성을 위한 새로
운 모델 연구」라는 글을 실어, 지역에서 간행되고 있는 지방지가 해당 지역의 언어문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
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총서의 간행을 맡아 진행하면서 영남 지역의 어문
학 자산을 문화론적으로 살펴본 글을 실어 사업단 아젠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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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번

이름 저서명 출판사 ISBN 쪽 발행연월일
총 저자 

수

1 박지애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93710
455 201508 17

2 홍미주 영남 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93710
455 2015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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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은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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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길임,  김덕호, 서혜은 교수
- 자문위원 : 이상규,  김기현  교수 및  관계기관장
- 자체평가위원 : 교외 인사 3인(군산대학교 류보선 교수, 연세대학교 강현화 교수, 성균관대학교 진재교 교수)
               사업단 참여교수 3인(백두현, 정우락, 남길임 교수)

(2) 연구 분과 

  본 사업단은 교육과 연구 과정에 따라 자료 조사 및 질서화 →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 → 실용화 및 국제화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본 사업단을 세 분과로 구분하고, 참여교수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 책임 교수를 선정하였
다. 그러나 세 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서로 협력 보완하는 구조를 지닌다.

㉮ 자료 조사 및 질서화 : 김주현, 서혜은 교수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질서화하는 일을 주관한다.

㉯ 이론 개발 및 연구 : 정우락, 김덕호 교수
추출된 자료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이론개발 및 적용 등 연구를 주관한다.

㉰ 실용화 및 국제화 : 김재석, 남길임 교수
질서화된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문학의 실용화 및 세계화 작업을 주관한다.

 사업단 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신청서에 명시한 대로 세 개의 연구 분과를 구분하고, 분과별 책임 교수(정우락,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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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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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사업 수행 
시 보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사업단은 사업단 내부 및 외부 인력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 수행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다. 
  3차년도에는 문화어문학 관련 ‘이론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사업단 총서 2권을 기획하고 발간하였다. 총서 1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는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문화어문학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
우를 살피고 문화어문학의 실천적 측면을 소개하는 글로 구성되었다.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는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총서2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에서는 ‘문화어문학’과 ‘지역어문학’이라는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
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2권 모두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 단계에 부합
하는 것으로,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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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남의 권역 설정과 이를 고려한 연구 추진

  본 사업단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의 권역을 양분하던 전통적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중간 융합지대를 다시 설정
하였다. 본 사업단은 이 권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추진하며, 각 권역에 대해 자료 조사 및 질서화 → 문화어문
학 이론 개발 및 연구 → 실용화 및 국제화 방안 모색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 영남 동부 권역 : 낙동강 상류와 영남 좌도를 포괄하는 청량산권 (안동, 봉화, 영주, 영양 등)
- 영남 서부 권역 : 낙동강 하류와 영남 우도를 포괄하는 지리산권 (진주, 하동, 산청, 함양 등)
- 영남 중부 권역 : 낙동강 중류와 영남 좌우도를 융합하는 가야산권 (대구, 성주, 합천, 고령 등)

 권역 설정에 따른 연구 추진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신청서에 명시한 대로 영남의 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3차년도
에는 영남 서부 권역에 해당하는 지리산권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지
리산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탐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 지리산권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
▪일시: 2015년 3월 26일(토) 14:00~17:40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213호)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3:30) / 사회: 김나혜(경북대)
 
□ 기획 발표
13:30-14:10, 이윤선(동국대), 처용가 고찰 발표
             토론: 김성은(경북대)
 
14:10-14:50, 김나혜(경북대), <변강쇠가>와 <최척전>을 통해 본 지리산의 양상과 의미
             토론: 조현영(경북대)
 
14:50-15:30, 김종구(경북대), 지리산 산수유기에 나타난 단속사 인식과 그 의미 개요
             토론: 양재성(영남대)
 
□ 휴식 15:30-15:50
 
□ 일반 발표
15:50-16:30, 김재웅(경북대): 신유 장군의 나선정벌 노정과 공간에 대한 문학지리학적 연구
             토론: 한의숭(경북대)
 
16:30-17:10, 김위경(동국대): <창선감의록>의 가(家) 실현과 17세기 벌열 관료가문의 지향의식
             토론: 서정현(안동대)
 
17:10-17:50, 박진아(경북대): <설낭자전>에 나타난 모함과 극복의 양상 연구
            토론: 유귀영(금오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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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어문학 연구를 위해 ‘지역어문학과 생활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사업단 
참여인력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기획· 진행하였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영남 지역에 산재한 어문
학 자산의 특징과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 지역 어문학과 생활의 풍경
▪일시: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10시
▪장소: 우당교육관 101호, 201호, 301호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 개회   ------------------------------------ 사회 : 박정선(창원대)

10:00-10:10 회원 등록
10:10-10:20 개회사 --------------------- 신재기(한국문학언어학회 회장)
 
 □ 기획주제 발표(우당 101호)-------------------- 사회 : 박정선(창원대)

10:20~11:10 지역 고전문학과 생활의 풍경
         발표자: 이강옥(영남대)

11:10~12:00 식민도시 부산을 보는 타자의 시선
         발표자: 구모룡(한국해양대)

◎ 점심 식사(12:00 - 13:30)

 □ 분과별 발표 : 국어학 분과(우당101호)------------ 사회: 김덕호(경북대)

13:30~14:10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언간의 언어생활을 통해본 사회문화적인 의미
                발표자: 안귀남(상지대)

       토론자: 홍미주(경북대)
14:10~14:50 한국어 '없이'와 일본어 'なく'의 사용패턴 대조 연구

       발표자: 오선영(경북대)･다키구치 케이코(계명문화대)
       토론자: 이미향(영남대)

   
◎ 휴식(14:50 - 15:10)

15:10~15:50 감성어휘의 추출과 분류
-옥션의 니트와 청바지 후기를 대상으로

             발표자: 정의철(경북대)
             토론자: 송현주(계명대)
15:50~16:30  칠곡·영천 지역어의 언어변이 양상에 대한 연구
             발표자: 안주현(육군삼사관학교)
             토론자: 안미애(동국대)

□ 분과별 발표 : 고전문학 분과(우당201호)----------사회: 백순철(대구대)

13:30~14:10 계녀가에 나타난 여성의 일상과 정절 이데올로기의 강화
-『斗菴題詠』 소재 <小學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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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6회 개최

 
  

      발표자: 손대현(경북대)
      토론자: 최은숙(부산외대)

14:10~14:50 춘향전의 지역별 유통 양상과 향유층에 대한 연구
      발표자: 김재웅(경북대)
      토론자: 송철호(부산대)

◎ 휴식(14:50 - 15:10)

15:10~15:50  영남 지역 노동요에 나타난 비애의 특징과 배경
      발표자: 정한기(전주교대)
      토론자: 박지애(경북대)

15:50~16:30 20세기 초 향촌재지사족의 한문현토소설 창작의 일 양상
 - 태극옹전을 중심으로-

      발표자: 한의숭(경북대)
      토론자: 백운용(경북대)

□ 분과별 발표 : 현대문학 분과(우당301호)----------- 사회: 김종현(경북대)

13:30~14:10 김진섭 문학 연구                
      발표자: 한경희(안동대)
      토론자: 이상옥(동국대)

14:10~14:50 한국 문학 로컬리티 연구의 전개 양상과 남은 과제들
      발표자: 김명훈(서울대)
      토론자: 안미영(건국대)

◎ 휴식(14:50 - 15:10)

15:10~15:50 장응두 시·시조의 재조명
           —통영·부산 지역에서의 삶과 작품담론을 중심으로—

      발표자: 우은진(부산대)
      토론자: 권유성(경북대)

15:50~16:30 한국 공상과학 만화영화의 환상성과 그 변용
      발표자: 윤지혜(경북대)
      토론자: 박상완(충남대)

◎ 휴식(16:30 - 16:50)

□ 종합토론(16:50~17:30)(우당101호)----------------- 좌장: 신재기(경일대)

◎ 저녁식사(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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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전국 학술대회 1회 개최

(1)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6회)

⓵ 고전문학

<3월 학술대회>
▪주제: 지리산권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
▪일시: 2015년 3월 26일(토) 14:00~17:40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213호)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3:30) / 사회: 김나혜(경북대)
 
□ 기획 발표
13:30-14:10, 이윤선(동국대), 처용가 고찰 발표
             토론: 김성은(경북대)
 
14:10-14:50, 김나혜(경북대), <변강쇠가>와 <최척전>을 통해 본 지리산의 양상과 의미
             토론: 조현영(경북대)
 
14:50-15:30, 김종구(경북대), 지리산 산수유기에 나타난 단속사 인식과 그 의미 개요
             토론: 양재성(영남대)
 
□ 휴식 15:30-15:50
 
□ 일반 발표
15:50-16:30, 김재웅(경북대): 신유 장군의 나선정벌 노정과 공간에 대한 문학지리학적 연구
             토론: 한의숭(경북대)
 
16:30-17:10, 김위경(동국대): <창선감의록>의 가(家) 실현과 17세기 벌열 관료가문의 지향의식
             토론: 서정현(안동대)
 
17:10-17:50, 박진아(경북대): <설낭자전>에 나타난 모함과 극복의 양상 연구
            토론: 유귀영(금오공대)

<9월 학술대회>
▪일시: 2015년 9월 19일(토) 14:00~17:40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213호)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4:00] / 사회 : 박상영(대구가톨릭대)

□ 기조 발표
14:00-14:40, 김석배(금오공대), 판소리명창 장판개 가문의 예술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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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발표
14:40-15:20, 이난수(세종대): 古조리서로 본 여성의 살림철학-음식디미방과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토론 : 최은주(경북대)

15:20-16:00, 김분청(경북대): 형재 이직의 불교시 연구
             토론 : 량짜오(경북대)

□ 휴식 16:00-16:20 

16:20-17:00, 최형우(경북대): 서왕가 이본의 내용 구조화와 대중성
             토론 : 손대현(경북대)

17:00-17:40, 정희경(경북대): <쌍열옥소삼봉>의 서사적 특성 연구
             토론 : 송지현(충북대)

⓶ 국어학

<4월 학술대회>
▪일시: 2015년 4월 25일(토) 14:30~16:45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213호)
▪주최 :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4:30) / 사회: 홍미주(경북대)･김정아(경북대)

□ 일반 발표
14:35-15:15, 전영곤(영남이공대) : 전문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토론 : 김예니(경북대)･장유정(경북대)
 
15:15-15:55, 김령환(경북대) :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상하관계-<우리말샘>의 명사를 중심으로-
             토론 : 오선영(경북대)･배은혜(경북대)
 
□ 휴식 15:55-16:05
 
16:05-16:45, 제갈덕주(육군3사관학교) : 주술언어의 화행과 문화적 의미자질에 관현 연구1
             토론 : 최지현(경북대)･정성희(경북대)
 

<10월 학술대회>
▪일시: 2015년 10월 31일(토) 14시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 회 (14:00) / 사회: 홍미주(경북대)
 
□ 기조강연
14:10-15:20, 이상규(경북대): 인문 지식·정보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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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발표
15:30-16:10, 박유진(경북대): <동유록>의 표기와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토론: 안주현(폴리텍대), 김명주(경북대)
 
16:10-16:40, 정해연(경북대): “담화표지 '뭐'와 'quoi[kwa]'의 사전에서의 지위와 대응성에 대한 문제”

⓷ 현대문학

<5월 학술대회>
▪일시: 2015년 5월 30일(토) 13:00~17:30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213호)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3:00) / 사회: 박현수(경북대)
 
□ 현대문학 우수 논문 시상 및 논문 발표 (13:10-13:40)
 
□ 자유 발표
 13:40-14:20 김지현(경북대), 융합형 문학 교육을 위한 연극적 요소의 활용 방안
             토론 : 강진우(안동대), 사회 : 이정숙(경북대)
 
 14:20-15:00 김지혜(안동대), 정시용 시의 '유리'이미지 특성 고찰
             토론 : 이상옥(동국대), 사회 : 권유성(경북대)
 
 15:00-15:40 배지연(계명대), 최인훈 소설의 발생학-'메타모르포시스' 개념을 통해 본 최인훈 소설연구
             토론 : 류동규(경북대), 사회 : 김도경(경북대)
 
□ 휴식 15:40~16:00
 
16:00-16:40 윤지영(동의대), 읽기 관습과 시적 주체(들)
            토론 : 김문주(영남대), 사회 : 권유성(경북대)
 
16:40-17:20 이지은(서울대), 다원적 '심포니'의 세계 구상: 일제 파시즘의 대항 원리로서 희랍
             토론 : 이원동(경북대), 사회 : 김도경(경북대)
 
□ 폐회 17:20

<11월 학술대회>
▪일시: 2015년 11월 28일(토) 14:00~17:30
▪장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구관 101호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4:00) / 사회: 박현수(경북대)

□ 자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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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이상옥(동국대), 문학과 정치, 근대적 문학 관념의 아포리아
            토론 : 이원동(경북대) 사회 :류동일(안동대)
 
휴식 15:00-15:10 
 
15:10-16:10 전은경(경북대), [독립신문]의 문학적 장치와 공론장에 등장한 독자-문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토론 : 박영식(영남대) 사회 : 김경미(경북대)
 
휴식 16:10-16:20 
 
16:20-17:20 권정희(성균관대), 이익상의 ｢어촌｣과 싱그의 희곡의 ‘힌트’라는 비교 문학 연구
            토론 : 이정숙(경북대) 사회 : 이민영(안동대)
 

(2) 사업단 전국 학술대회(1회)

□ 일시: 2015년 5월 29일(금) 10:00-17:30
□ 장소: 경북대 인문대학 교수회의실(2층)
□ 주제: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 Ⅱ

□  특강
10:10-11:00  정우락(경북대) :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觀書有感>을 중심으로-

11:00-11:50  민현식(서울대) : 한국어의 문화론적 연구

            점심식사(11:50-13:20)

□ 일반발표
13:20-14:00  김재석(경북대) : 1980년대 대구지역 진보적 연극운동의 형성
             토론 : 백승숙(영남대)

14:00-14:40  칸 앞잘 아흐메드(경북대) : 최인훈 문학에 나타난 인도의 현상 연구
             토론 : 우수영(경북대)

14:40-15:20  강희숙(조선대) : 유행어에 담긴 대학생의 정서와 문화
             토론 : 김덕호(경북대)

            휴식(15:20-15:30)

15:30-16:10  정의철(경북대) : 세월호 사건에 나타난 언어 표현 사용 양상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대상으로-
             토론 : 이수진(경북대)

16:10-16:50  서혜은(경북대) :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토론 : 서유석(경상대)

16:50-17:30  최은주(경북대) : 『풍산김씨세전서화첩』의 구성과 김중휴의 편찬 의식
             토론 : 한의숭(경북대)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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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하는 국제학술대회로 구분된다. 3차년도에는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를 6회, 전국학술대회 1회, 총 7회의 학술대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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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학술대회 ‘지리산권에 대
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에서 영남 서부 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해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용해 보
는 다양한 발표를 하였다. 
 사업단 전국 학술대회는 2차년도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 Ⅰ’에 이어, 3차년도에는 ‘문화어문학의 연구방
법과 실천 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민현식 교수는 문화론적 방법으로 한국어를 연구하는 
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어학의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
어학 전공 참여대학원생들의 발표는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을 각 전공에 적용해 본 것으로, 이 발표를 통해 사
업단이 지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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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된다. 

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1) 학내 협력기관
: 인문과학연구소, 영남문화연구원, 한국어문화원 등

- 남길임 교수는 인문과학연구소의 운영위원, 백두현 교수와 정우락 교수는 영남문화연구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
서 지속적으로 사업단과의 교류 및 협력을 모색하였다. 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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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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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외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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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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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남 지역 외부 기관과의 교류 확대
 본 사업단은 2차년도에 영남 지역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해 다수의 문화원, 문학
관 등과 ‘상호 교류 및 협력 동의서’를 받고,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3차
년도에는 이러한 외부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 어문학 자산을 발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
다. 

■ 상호 교류 및 협력 동의,  MOU 체결
- 대상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원, 대구
광역시 북구문화원, 남명학연구원, 임고서원,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경상북도 청송문화원,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동리목
월문학관,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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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협력 등

③ 학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예비 활동

참여교수 학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예비 활동

김덕호

1

학외 기관 국립국어원, ㈜월드리서치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5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 논의

2

학외 기관 국립국어원, 서울대학교 외 전국 5개 대학(공동 추진)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5년 전국 방언지도 제작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협의

3

학외 기관 국립국어원, ㈜씨엠월드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5년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 구축 사업의 평가 및 기술 자문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남길임

1
학외 기관 ㈜더아이엠씨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채소소비지수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감성어휘지수 개발을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자문, 향후 과제 모색

2
학외 기관 울산대학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기술 이전 논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프로그램 
자문 계획

3
학외 기관 한국 데이터사이언스 학회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데이터 이해 총서(커뮤니케니션북스(주)) 집필을 위한 논의, 집필 참여 결정 
및 내용 논의

정우락 1

학외 기관 한강학연구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한강학연구원/성주문화원 공동학술대회 “한강 정구의 예학과 경학”(2015. 
11.28)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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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길임 교수는 더아이엠씨(주)와 꾸준히 ‘감성어휘’ 관련 사업을 해 오고 있다. 3차년도에는 채소소비지수 개발과 감
성어휘지수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체와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였다. 

- 김덕호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주)월드리서치와 2015년 국민의 언어의식조사를 위한 공동 연구 
및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국립국어원과 서울대 등 5개 대학과 2015년 전국 방언지도 제작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논의하였다. 

-정우락 교수는 다양한 학외 기관의 학술대회를 기획하였다. 성주문화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를 통해 성주지역의 한강
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남명학연구원의 학술대회를 통해 남명학의 현대적 해석과 응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
: 임고서원,  운경재단, 한옥역사박물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영남유학연구회, 대구고등법원, 경상문화원, 칠곡문화원, 

기장군청 등

2
학외 기관 한강학연구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한강 정구와 대구지역의 지성”(2015.12.4.) 기획

1
학외 기관 남명학연구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남명학의 현대적 해석과 응용”(2015.10.30.) 기획

2
학외 기관 성주문화원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성주지역 동강 한강학의 형성과 전개”(2015.11.6.) 기획

참여
교수

연
번

일시 및 장소 강연 주제 강연 내용 주최

김덕호 1 2015.10.15.
방언이야기-대구경북방
언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방언의 특성과 문화적 의미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
대학원

김주현

1 2015.04.24.
진관사 유물에 드러난 
독립운동 -단재와 초월

진관사 유물에 대한 소개, 단재와 초월의 
독립운동 

서울 은평한
옥역사박물
관

2 2015.05.30. 인문, 문학, 상상 인문학과 문학의 가치, 삶과의 융합
경북대학교 
열린인문학
센터

3 2015.06.3. 삶의 화두, 문학의 화두 문학과 삶의 관계, 화두로서의 문학
대구서구문
화회관

백두현
1 2015.05.16.

세계기록유산과 훈민정
음 해례본과 한글 이야
기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 및 현재적 활용 방안, 한글의 과학성

유네스코 대
구협회

2 2015.06.01.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이야기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 및 현재적 활용 방안

대구고등법
원 인문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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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여러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단의 참
여교수가 학내 기관의 운영위원 및 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학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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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구축한 지역의 문화원과 문학관 등 외부기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리고 외부 기관과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단 인력이 외부 기관에서 일반인을 대
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연을 통해 사업단이 지향하는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기관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은 지역 어문학 자산을 발굴･연구하고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다. 

좌

3 2015.06.10.
조선시대 왕실 언간과 
<숙휘신한첩>의 사연

왕실 언간의 가치와 <숙휘신한첩>을 통해 
본 왕실 생활과 문화

대구시립중
앙도서관 평
생교육프로
그램

4 2015.08.25.
경북의 종가 음식 조리
서

경북 종가 음식 조리서와 특성과 가치
경북 영천시 
임고서원

5 2016.01.19.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
부들 이렇게 살았다.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가
의 생활과 문화

운경재단

정우락

1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치유인문학 강좌 기획

운경재단과 경북대인문대 공동 정기 시민강
좌 기획

운경재단

2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영남유학연구회 문과과
정 강좌 기획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정기 시민강좌 기획
영남유학연
구회

3 2015.05.28.
웅상 문화의 문화론적 
이해

웅상지역의 문학과 문화 영산대학교

4 2015.06.20. 가야산을 다녀간 선비들
유산기를 통해 본 가야산 지역의 사람들과 
가야산을 다녀간 사람들에 대한 이해

가야산국립
공원

5 2015.06.22. 긴수작과 한수작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과 풍류 경산문화원

6 2015.07.15. 도산서원과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의 학문과 도산서원 건립에 따른 
문화적 의미

칠곡문화원

7 2015.08.14. 선비의 배려정신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과 그 생활에 나타
난 배려정신

한국국학진
흥원

8 2015.09.08.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한국문학에 나타난 물의 다양한 형상과 그 
의미

기장군청 
홍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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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여교수 연구 실적

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연
번

참여교수 주관부처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기간
연구형태

총연구비
(천원)시작일 종료일

1 김덕호 국립국어원
2015년 개방형 한국어 지
식 대사전 신어 조사

남길임  20150427  20151210 공동 38,086

2 김덕호 청도군
한국방언연구원설립 타당
성조사 학술용역

이상규 20150527 20151231 공동 18,000

3 김덕호 국립국어원
2015년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사업

정승철 20150610 20151215 공동 158,000

4 김덕호 국립국어원
2015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김창영 20150415 20151130 공동 165,600

5 김재석
문화체육관

광부
2015년도 국어문화원 운
영 지원 사업

김재석 20150301 20151231 단독 30,000

6 김재석 교육부
한국 근대극 형성에 미친 
외국극의 영향

김재석 20150501 20160430 단독 38,970

7 김주현 교육부
근대 계몽기 재중 발간 매
체에 실린 한국문학 자료
의 조사 및 연구

김주현 20150701 20161231 단독 15,000

8 남길임
한국연구재

단

기능 범주로서의 부정 표
현에 대한 말뭉치 주도 연
구

남길임 20150501 20160430 단독 25,616

9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5년 개방형 한국어 지
식 대사전 관련어 정비 구
축

임지룡 20150427  20151210 공동 174,700

10 남길임
한국연구재

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
색 시스템 개발

박윤배 20150901  20160831 공동 259,800

11 남길임 국립국어원
 2015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어 조사 

남길임 20150427  20151210 공동 38,086

12 남길임 중소기업청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

남길임 20151112  20161111  단독 42,000

13 백두현 (재)율촌재단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
구

백두현 20151101 20161031  단독 22,000

14 백두현
한국연구재

단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

백두현 20151101 20161031  단독 7,000

15 백두현
한국연구재

단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백두현 20140501 20150430 단독 25,980

16 정우락 저술출판지 모순의 힘-한국문학과 물 정우락 20150701 20160630 단독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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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3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모두 21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김덕호 교수는 ‘2015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어 조사’, ‘2015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등 본 사업단의 연구 추진 단계 중 ‘영남
지역 어문학 자산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사업단의 아젠다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 남길임 교수는 연구 과제를 통해 문헌 자료와 구술 자료의 DB와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 주력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남길임 교수의 작업은 본 사업단의 연구 추
진 단계 중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에 해당하며, 참여대학원생들이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
여 질서화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우락 교수는 영
남지역에 산재한 문화 자원을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술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화가 가능한 콘텐
츠로 가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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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 에 대한 상상력

17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6차년도)

정우락 20150326 20160325  공동 120,000  

18 정우락
(재)한국학중

앙연구원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
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
화

우인수 20150901  20160831  공동 249,000

19 정우락 경북대학교
경북 종가 제례의 양상과 
문화적 의미

정우락 20151215 20161214 단독 15,000

20 정우락 경상북도
종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
재학술연구 타당성조사

정우락 20151028 20160822 공동 26,940

21 정우락 성주군 성주 금석문대관 편찬 정우락 20151223 20171231 공동 98,837

합계 1,578,615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
자
수

1 김덕호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韓民族語文
學

한민족어문
학회

69 317-357 201504 2

2 김덕호

Perceptual Dialectology and 
Language Attitudes: A View 
from Gyeongsang Dialect 
Speakers

언어과학연
구

언어과학회 75 1-22 201512 2

3 김덕호 한일 방언 경관의 분석과 방언 태 일본학 동국대학교 40 51-84 2015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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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상관성
일본학연구

소

4 김재석
극예술연구회 제1기의 번역극 공연
인식과 그 의미

大東文化硏
究

성균관대학
교 

대동문화연
구원

89 237-276 201503 1

5 김재석
1920년대 식민지조선의 아일랜드
극 수용과 근대극의 형성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

회
171 411-446 201506 1

6 김재석
1920년대 카프계열 극단의 번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미

어문학
한국어문학

회
129 231-262 201509 1

김재석
1980년대 대구지역 진보적 연극운
동의 형성- 극단 시인과 놀이패 탈
을 대상으로

어문론총
한국문학언

어학회
65 213-240 201509 1

7 김주현 김동리와 다솔사 체험 어문학
한국어문학

회
127  317-344 201503 1

8 김주현 신채호와 『가정잡지』의 문필 활동
현대소설연

구
한국현대소

설학회
58 163-193 201504 1

9 김주현
단재 신채호의 『권업신문』 활동 시
기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
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
동사연구소

51 5-44 201508 1

10 김주현
신채호 집필 추정 작품에 대한 저
자 논증

한국독립운
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
동사연구소

53 35-70 201602 1

11 남길임 감정용언의 부정 구문에 대한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

회
127 25-53 201503 3

12 남길임
현대 한국어 [+사람] 신어의 사회 · 
문화적 의미

한국사전학
한국사전학

회
25 39-67 201505 3

13 남길임
"-ㄹ 수 없-"의 의미와 담화 기능
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분석

텍스트언어
학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38 93-120 201506 1

14 남길임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본 "이다"의 
결합 양상

한말연구
한말연구학

회
38 77-103 201512 1

15 남길임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한글 한글학회 310 205-233 201512 1

16 박현수
해방기 초월주의의 본질과 사상사
적 특성

한국현대문
학연구

한국현대문
학회

45 153-183 201504 1

17 백두현
『병학지남』 이판본의 연대 고증과 
계통 연구

국어사연구 국어사학회 20 129-166 201504 1

18 백두현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한국학논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원
59 349-403 201506 1

19 백두현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creation of Hunmin jeonge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ext-input systems

SCRIPTA

The 
Hunmin 

jeongeum 
Society

7 59-77 201510 2

20 서혜은 조선시대 <서유기>의 개작 양상과 어문론총 한국문학언 65 91-117 201509 1



- 77 -

3) 참여교수 학술 저서 실적

그 소설사적 의미 어학회

21 서혜은
대구 역사공원과 고전문학의 연계 
방안 연구

열상고전연
구

열상고전연
구회

48 131-162 201512 1

22 정우락
월천 조목의 국토 기행과 그 시적 
형상

民族文化硏
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

구원
67 215-247 201505 1

23 정우락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
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嶺南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

구원
27 241-288 201506 1

24 정우락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의 옥중
일기(獄中日記) 『흑산록(黑山錄)』

어문론총
한국문학언

어학회
64 279-354 201506 1

25 정우락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
용 -<觀書有感(관서유감)>을 중심
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57 361-394 201508 1

26 정우락 忘軒 李胄의 한시와 문학사적 위상
동양한문학

연구
동양한문학

회
42 57-91 201510 1

27 정우락
『퇴계언행록』의 형성과정과 제자들
의 ‘퇴계’ 인식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

연구원
17 179-222 201512 1

28 정우락
동계 조형도 시에 나타난 ‘물’에 
대하여

영남학
경북대영남
문화연구원

28 145-184 201512 1

29 정우락
포은 정몽주 시에 나타난 공간 상
상력

포은학연구 포은학회 16 189-225 201512 1

연
번

이름 저서명 출판사 ISBN 쪽 발행연월일
총 저자 

수

1 김덕호 경제언어학 언어, 방언, 경어 역락 979-11-5686-210-9 653 201508 4명

2 김덕호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

션북스
979-11-304-4046-0 411 201508 13명

3 김재석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

션북스
979-11-304-4046-0 411 201508 13명

4 김재석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455 201507 17명

5 김주현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 문
학)

소명출판 979-11-86356-29-6 531 201504 1명

6 김주현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455 201507 17명

7 남길임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

션북스
979-11-304-4046-0 411 201508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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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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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를 토대로 신청서에 사업 단계별로 국내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국내 우수학술지 게재 단계별 목표

2013년 ~ 2015년 : 60편(20편*3년)
2016년 ~ 2017년 : 42편(21편*2년)
2018년 ~ 2019년 : 42편(21편*2년)

  3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참여교수는 모두 약 30편의 논문(학술저서는 논문 200%로 환산)을 국내 우수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는 참여교수 1인당 약 4.2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이다. 3차년도에 총 30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신청 
당시 설정한 목표치 20편을 두 배로 초과 달성하였다.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연구 논문을 통해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
우락 교수는 다수의 논문에서 영남 지역의 문화 자산에 초점을 두고 영남과 문학의 소통과 향유에 대해 논의하였
다. 그리고 남길임 교수의 ｢현대 한국어 [+사람] 신어의 사회 · 문화적 의미｣라는 논문에서 신어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펴, 현실에서의 언어 사용과 그 언어에 반영된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살펴본 데 의미가 있
다. 특히 백두현 교수는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서설」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글 문헌 연구의 새
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안하고, 문헌이 간행된 당시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문헌의 언어를 연구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이야말로 본 사업단이 제안하는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잘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다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사업단 총서를 2권 간행하였다. 총서 1 <문화어문학이란 무

8 박현수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455 201507 17명

9 백두현
한글 편지에 담긴 사대부가 
부부의 삶

한국학중앙
연구원출판

부

979-11-586-6035-2
02940

164 201510 1명

10 백두현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

션북스
979-11-304-4046-0 411 201508 13명

11 백두현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455 201507 17명

12 서혜은 고전문학과 바다 민속원 978-89-285-0786-3 451 201509 16명

13 정우락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역락 979-11-568-6218-5 455 201507 17명

14 정우락 남명학과 현대사회 역락
9 7 9 1 1 5 6 8 6 2 4 4 4 
93150

209 201509 6명

15 정우락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

션북스
979-11-304-4046-0 411 201508 13명

16 정우락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 도산서
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8955593891 252 201512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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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는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문화어문학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우를 살피고 문화어
문학의 실천적 측면을 소개하는 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총서2 <영남어문학의 문화론적 해석>에서는 ‘문화어문
학’과 ‘지역어문학’이라는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
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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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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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의 국제화

1) 참여교수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1) 국제 학술대회(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국

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
수

1 남길임

Forms of Address in 
French-Korean and 

Korean-French 
Dictionaries-From the 

Perspective of a French 
Learner of Korean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LEX

중국 
홍콩

20150626
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

2

2 남길임
The Category and 

Grammatical Description 
of ‘ida’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미국 20160130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2

3 백두현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제12차 코리아학 국제
학술토론회

오스트
리아

20150820 국제고려학회 1

(2) 기타 국제 학술대회 

2)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활동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개최
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수

1 백두현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중국
학문의 수용과 창의적 변용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중국 20151212 하북대학교 1

2 김주현
근대 계몽기 자료를 통해본 한중 
교류-신규식,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중국 20151212 하북대학교 1

3 정우락
<무이구곡>의 한국적 수용과 그 

인문학적 의미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중국 20151212 하북대학교 1

4 서혜은
여당 전쟁 관련 인물의 고전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

중국 20151212 하북대학교 1

연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쪽 발행연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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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연구 활동 강화 계획

(1)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신청서에 명시한 국제 유관 기관 

◇ 현재 교류 협약 체결 중인 기관

- 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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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사업 기간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7편으로 당초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5편)를 초과달성하였다. 이 
중 백두현 교수의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라는 발표는 해외에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
린 발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하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 문화의 인식과 대화’라는 학술대회에서 본 사업단 
참여교수가 다수 발표를 진행하여, 한국과 중국의 어문학적 교류와 연구를 탐색하였다.
  3차년도 사업 기간 동안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2건으로, 김덕호 교수가 방언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Dialectologia’에 논문이 게재되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논문은 언어지도 작성을 통해 방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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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저
자
수

1 정우락 韓國古代文學的文化産業化方向
河北大學學

報
河北大學 40 69 201503 1

2
김덕호
이상규‧

LINGUISTIC MAPS & DIALECT 
DATA PROCESSING

Dialectolo
gia

Universitat 
de 
Barcelona

16 143-157 2016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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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 중국 해양대학 외국어학원 한국어과
- 중국 길림대학 한국어학부

◇ 향후 교류 협약 체결 예정 기관

(미국)
-콜롬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CLA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The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영국)
-영국 국립 런던 대학 아시아․아프리카 학부 한일언어문화학과(SOAS Department of the Languages and
Cultures of Japan and Korea)

(중국)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延邊大學 朝鮮韓國硏究中心)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北京大學 朝鮮文化硏究所)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復旦大學 韓國硏究中心)
-중국해양대학 한국연구중심(中國海洋大學 韓國硏究中心)
-하북대학 한국어언문화연구중심(河北大學 韓國語言文化硏究中心)

(일본)
-규슈대학 조선사학 연구실(九州大學 朝鮮史學硏究室)
-덴리대학 국제문화학부 조선학과(天理大學 國際文化學部 朝鮮學科)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言語文化コ-ス)
-나고야대학 언어문화부 조선․한국어학과(名古屋大學 言語文化部 朝鮮․韓國語學科)

②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 현황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과 (Program Studi Bahasa Korea, Fakultas Ilmu Budaya, Gadjah Mada 
University)와의 교류 간담회 개최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14시 –15시 
-장소: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참가자: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Wning udasmoro(인문대 아카데믹 및 학생 교류 부학장), Heru marwoto(인문
대 인적자원 교류 부학장), Tri mastoyo(한국학과장), Achmad Rio Dessiar (한국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김성택(인문
대학장), 백두현, 김주현, 남길임, 김덕호 교수 등
-논의 내용: 양 기관의 국제 협력 방안 논의, 단기 연수 추진 논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류 논의

▪중국 河北大学과 협약 체결 
-일자: 2015년 12월 11일 
-장소: 하북대학 문학원
-협약 내용: 1. 상호간 정보 및 자료 교류, 2. 상호간 인적 교류, 3. 교육 지원 및 학술 연구를 위한 협력, 4. 협력 기
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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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인문학부 및 한국학과와의 간담회 개최
-일자: 2016년 2월 18일 
-장소: 가자마다대학교 인문학부 세미나실
-참가자: 인문학부 학장, 한국학과 학과장, 한국학과 교수 등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과와의 협약 체결
-일자: 2016년 2월 18일 
-장소: 가자마다대학교 인문학부 세미나실
-협약 내용: 1. 상호간 정보 및 자료 교류, 2. 상호간 인적 교류, 3. 교육 지원 및 학술 연구를 위한 협력, 4. 협력 기
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
      

(2)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활동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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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과 (Program Studi Bahasa Korea, 
Fakultas Ilmu Budaya, Gadjah Mada University)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여, 2016년 2월에 ‘인도네시아의 한국
학에 대한 이해와 교류’라는 주제로 단기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과는 본 사업단과
의 향후 학술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기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의 河北大学과도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본 사업단은 학술 교류 협정 체결 및 장단기 연수를 위해 사
전 접촉 및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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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호

1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井上史雄(日本明海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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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順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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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井上史雄(日本明海大學)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6년 6월 예정 우리 사업단 특강 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논의

4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井上史雄(日本明海大學)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2016년 6월 예정 한국방언학회 발표 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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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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1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Dr. Walter Hakala, 허장욱 교수(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영어학과) 2015.6.15.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사업단 교류 및 문자 관련 공동 연구 가능성 논의

정우락

4

해외 학자 및 소속 
기관

薛顯超(寧波大學)

공동연구 내용 및 
상호 논의 내용

경북대 방문학자 초빙 및 공동연구 협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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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북대문학원과 경북대 국어국문학과의 공동 기획학술대회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