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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계획

실시 
및 

목표 
달성 
여부

실행
실행 
횟수

자체평가 및 평가요약

 사업단 인력 
현황 

1.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 사업단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 배출 계획
- 석사 6명, 박사 2명 계 
8명 배출(6개월 환산)

달성

1. 사업단 소속 학과 대학원생 확
보
- 석사과정 6명, 박사과정 2명, 계 

8명 확보
2.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확보
- 석사과정 4명, 박사과정 1명, 계 
5명 확보
3. 사업단 소속 학과  대학원생 배
출
- 박사 2명, 석사 6명, 계 8명 배

출
4.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배출
- 석사과정 1명 박사 과정 진학

 사업신청서상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확보 및 배출 계획
과 1차년도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확보 및 배출 실적이 
일치함. 참여대학원생의 확보 및 배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
으나 이는 참여대학원생의 신청 및 선발이 학기마다 유동적으
로 이루어지는 데서 기인한 것임. 

교육과정 
혁신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  실시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
되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함.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2014년 1학기에
<문화어문학연구>를 개설하도록 
함.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이수교과목이 신설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
함.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2014년 1학기에 <문화어문학연
구>가 개설되도록 함,

2. 투(TWO) 트랙 운영 체
계 구축 미실시

 1차년도에는 투(TWO) 트랙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
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투(TWO) 트랙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함. 

1. 1차년도 계획 대비 실행 대조표
    (2013.9.1.~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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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
제≫ 실시 실시

3. 참여대학원생 3명 《공동지도교
수제》 실시
(석사과정 정성희, 박사과정 배준
영, 석사과정 강유정)

3명
 참여대학원생 3명을 대상으로 ≪공동지도교수제≫를 실시함. 
이를 통해 사업단이 지향하는 전공간 융합적 연구를 위한 기
초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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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4.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
내규≫ 및 <사업단 자체 운영 규
정> 마련 · 홈페이지 게시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에 따라 학사 관리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하고 배출함.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진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함. 

교육의 
국제화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신설 실시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이 개설되
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함. 교육 과
정 개편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개설하기로 함.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이 개설되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 이 교과목
의 개설은 사업단이 지향하는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
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해외 석학 초청 강연 
확대 실시 2. 해외 석학 초청 강연 2회 실시  2회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을 통해 해외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문
화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여 참여 인력의 국제적 감각
을 기름. 이러한 강연 개최는 사업단이 지향하는 교육 및 연
구의 국제화에 잘 부합함. 

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교과목 신설 실시 3. 1차년도에 대학원 교과목으로 

편성 후 개설 예정.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이 개설되도록 하여 외
국인 유학생의 학술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이 교과목의 개설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유학
생의 자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릴 수 있음. 

4.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 미실시 4. 해외 기관과의 협의 진행하여  1차년도에는 참여대학원생이 2차년도에  장기 연수를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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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4년에 장기연수 지원 계획 중
임.

있도록 해외 기관과 논의를 진행함.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
학, 일본의 도야마대학, 미국의 하와이대학 등과 장기연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5.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 지원 실시 5.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

원: 1편 1편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지원하여 참여대학원생
이 해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
록 함.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에 대한 지원은 사
업단의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교육 역량 
향상 

1. ≪우수학술논문상≫ 확
대 시행 실시 1. 1차년도 시행을 위한 세칙 마련 

후 2차년도부터 시행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을 위한 세칙 마련으로 대학원생들
의 학문적 성취 동기를 제고하고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술논문 작성을 장려함.

2.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
그램 운영 실시 2. 문화어문학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3회 실시 3회

 문화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
로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함.

3.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실시 3. 1차년도에 시행을 위한 세칙 마

련 후 2차년도부터 시행

 1차년도에는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을 위한 세칙을 마
련함. 이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 동기를  제고하
고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논문을 산출하는 데 기여
함.

4. 전공별 집담회 개최 실시
4. 전공별 집담회 개최
-고전문학 4회, 현대문학 5회, 국
어학 4회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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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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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외국인 ≪쌍방향 멘
토제≫ 실시 미실시

 1차년도에는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를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논의함.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는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필수적인 어학능력 배양과 연구 
결과물의 국제화에 기여함. 

6.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
영 실시

6. 2차년도에 현장 학습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함.

 1차년도에는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유관기관
과 협의를 진행함. 이러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
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고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및 
현장과 연계된 교육 방법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7. 대학원생 연구 실적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 
1인당 논문 0.3편 게재(6
개월 환산) 

달성

7.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
-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 1인당 
논문 0.4편 게재
- 참여대학생 논문 게재 실적: 5편
-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회의 발
표 실적: 3편
-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회의 발
표 실적: 1편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의 논문 실적은 사업신청서상의 달
성 계획 대비 1차년도에 초과 달성함. 소속 학과 대학원생과 
참여대학원생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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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활동
-소통과 협업의 인문학 캠프 참가
-한·중 국제학술대회 및 유교문화 
현장 탐방

 캠프 참가와 중국 유교문화 탐방 모두 소통과 융합, 문화적 
요소의 탐구라는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바와 잘 일치함. 이러
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융합적 연구, 문화적 요소를 활
용한 연구 성과의 창출에 기여함.

신진연구인력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시 1. 신진연구인력 3인 확보(현대문 3명  2013년 9월 17일부터 전국 단위로 신진연구인력을 공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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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연구
실적

를 위한 선발 기준 마련 학, 고전문학, 국어학 각 1인 계약
교수)

용하였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연구 역량을 검
증하여 선발하였으며,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세 분야에
서 1인씩 채용함.

신진연구인력은 문화어문학 전공 집담회를 기획·진행하면서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함.

2. 사업과 관련된 논문 1
인당 0.5편 이상, 0.8편 이
상(6개월 환산)

달성

2. 신진연구인력 논문 게재 실적:
4편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수주 실적
: 3과제, 총 23,000,000원 수주

환산편
수

1.3편

신진연구인력은 양적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 문학의 생성을 둘러싼 문화
적 토대 연구 등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함.

특히 사업단의 아젠다와 연관성이 깊은 개인 연구를 진행하
고 있어, 사업단 연구의 편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함.

연구역량
향상

1. 사업단 내 협력체계 구
축 실시 1. 연구 분과 구분 및 분과별 책임

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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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남의 권역 설정과 이
를 고려한 연구 추진 실시

2. 영남 동부 권역, 영남 서부 권
역, 영남 중부 권역으로 영남 권역
설정
-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 “가야산의 문학적 재발견”

권역에 따른 연구 추진의 첫 시도로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에
서 영남 중부 권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의 특징과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문 발표를 진행함.

3.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
증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연
2회)
- 전국 학술대회(연 1회)

실시

3. 학술대회 개최
-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전공별 개
최(총 3회)
- 전국 학술대회 1회 개최

: “문화어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학술대
회 3회
전국

학술대
회 1회

3회에 걸친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에서는 전공별로 문화어문
학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용하고자 시도함.
전국 학술대회는 전공 간 융합적 연구 관점을 확보하고, 심

화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문화어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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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실시

4. 학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

1회

 학외 협력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소통과 협
업의 인문학 캠프”에 참가하여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와 소통
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들
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함.

참여 교수 
연구 실적 

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 8과제, 1,158,3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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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편(6개월 환산)

미달성

2. 참여교수 국내 학술지 논문 게
재 실적: 7편  -1인당 

환산편
수 

1.3편

 참여교수의 연구실적은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7편의 논문 중 5편이 영남지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을 대
상으로 한 연구로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심화
시키는 데 기여함.

3. 참여교수 학술 저서 실
적
*저서 1편당 논문 200%로 
환산

3. 참여교수 학술 저서 실적: 1편
   (논문 2편으로 환산)

4. 참여 교수 연구 실적 
평가 제도 도입 실시 4. 참여 교수 연구 실적 평가에 따

른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세칙>을 마련하여 참여교수의 실적을 평가한 
후, 1차년도 사업 종료 시점에 성과급 차등 지급함.
 피인용지수 평가를 활용한 참여교수 연구 논문 질적 평가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연구의 
국제화 

1.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
문 게재 및 저술 활동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0.5편(6개월 환산)

달성 1. 참여교수 국제 학술지 논문 게
재 1편 1편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 달성.
 참여교수가 논문을 게재한 當代韓國은 권위 있는 중국 1
급 학술지임.  

2. 참여교수 국제 학술회의 
발표 실적 달성 2. 참여교수 국제 학술회의 발표 2

편 2편  참여교수가 발표한 국제 학술회의는 각각 5개국, 4개국 학자
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회의로서, ‘지역 어문학의 세계화’라는 



- 7 -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1.5편(6개월 환산) 본 사업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기여함.

3. 국제 연구 활동 강화
계획 실시

3. 국제 연구 활동 강화
: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
크 구축
-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지원

1회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한국어학과의 빈첸자 교수와 지속
적으로 학술 교류함.
1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국제 연구 활동은 부족한 부분이 많

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에 명시한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
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회

중국 산동성 곡부사범대학 공자연구소와 사업단 인력 공동
세미나(“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개최함.
국제 공동 세미나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기르

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



연

번

참 여

구 분
생년월일 이름 대학 학과 외국인 과정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총지급액

미지급/

지급여부

1 BK참여학생 ○○○○ 김명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2 BK참여학생 ○○○○ 정성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3 BK참여학생 ○○○○ 송지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4 BK참여학생 ○○○○ 정용훈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5 BK참여학생 ○○○○ 박현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6 BK참여학생 ○○○○ 강유정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7 BK참여학생 ○○○○ 김성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8 BK참여학생 ○○○○ 전설련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9 BK참여학생 ○○○○ 황명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10 BK참여학생 ○○○○
타무라미

카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11 BK참여학생 ○○○○ 남순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12 BK참여학생 ○○○○ 김해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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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 인력 현황

1)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현황

과 제 명 영남 지역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당해연구기간 2013.09.01 ~ 2014.02.28

참여교수 7명

신진연구인력 계약교수 3명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17명, 박사과정 15명 합계 32명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석사과정 9명, 박사과정 9명

내국인 23명

외국인 9명

2) 참여대학원생 현황



13 BK참여학생 친샤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14 BK참여학생 박지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15 BK참여학생 이수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16 BK참여학생 짱찬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17 BK참여학생 장유정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3,600,000 지급

18 BK참여학생 티엔즈윈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박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19 BK참여학생 김예니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20 BK참여학생 배준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21 BK참여학생 서은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22 BK참여학생 이수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23 BK참여학생 서정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24 BK참여학생 김분청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25 BK참여학생 김지혜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26 BK참여학생 류동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27 BK참여학생 손증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28 BK참여학생 윤지혜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29 BK참여학생
아프잘아

흐메드칸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박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30 BK참여학생 최은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31 BK참여학생 탄나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박사 2013.09.01 2014.02.28 0 미지급

32 BK참여학생 손유진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2013.09.01 2014.02.28 6,000,0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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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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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이름 대학 학과 외국인 과정

1 김해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 전설련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3 정용훈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4 친샤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5 두쿤잉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6 한송이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7 왕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박사

8 티엔즈윈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박사

3) 소속 학과 대학원생 및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1) 확보 실적

① 소속 학과 대학원생 확보 실적

②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확보 실적

연

번

참 여

구 분
생년월일 이름 대학 학과 외국인 과정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1 BK참여학생 김해영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2 BK참여학생 전설련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3 BK참여학생 정용훈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013.09.01 2014.02.28

4 BK참여학생 친샤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2013.09.01 2014.02.28

5 BK참여학생 티엔즈윈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박사 2013.09.01 2014.02.28

참여대학원생 확보 실적에 대한 평가

1차년도에 사업단 소속 학과에서는 석사 6명, 박사 2명, 총 8명을 확보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석사 4명, 박사
1명, 총 5명의 참여대학원생을 확보하였다. 1차년도의 참여대학원생의 수가 5명으로 그 수가 적은데, 이는 참여대
학원생을 학기마다 신청 및 선발하기 때문에 학기마다 그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1차년도의 사업단 참여대
학원생 확보 실적은 낮으나 2차년도부터는 그 인원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배출 실적

○○○○

○○○○

○○○○

○○○○

○○○○



- 11 -

① 소속 학과 대학원생 확보 실적
연

번
이름 대학 학과 외국인 학위

1 오인향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2 정희경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3 쭈즈훼이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4 창양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5 티엔위엔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6 김명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7 김성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8 홍기옥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②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
연

번

참 여

구 분
생년월일 이름 대학 학과 외국인 학위

1 BK참여학생 김명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에 대한 평가

1차년도에 사업단 소속 학과에서는 석사 6명, 박사 2명, 총 8명을 배출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1명의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1차년도 참여대학원생의 배출이 1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참여대학원생의 인원
이 학기마다 유동적이므로 1차년도에 해당하는 학기에는 배출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소속 학과 대학원생 및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취업 실적

(1) 소속 학과 대학원생 취업 실적
연

번
이름 대학 학과 외국인 학위 취업

1 오인향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2 정희경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3 쭈즈훼이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박사과정 진학

4 창양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5 티엔위엔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인 석사 (주)진성무역 취업

6 김명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7 김성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8 홍기옥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경성대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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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취업 실적
연

번

참 여

구 분
생년월일 이름 대학 학과 과정 취업

1 BK참여학생 ○○○○ 김명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박사과정 진학

참여대학원생 취업 실적에 대한 평가

1차년도에 사업단 소속 학과를 졸업한 8명 중 4명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2명은 취업을 하였다. 본 사
업단의 참여대학원생 1명이 박사 과정에 진학하였다.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취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배출 인
원이 적기 때문이다. 배출 인원이 적은 것은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이 학기마다 유동적으로 신청 및 선정되기 때문
이다. 1차년도의 배출 및 취업 실적은 낮으나 2차년도부터는 그 인원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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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혁신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신규 개설 교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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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에 대한 평가

세부 전공 간의 단절을 극복하면서 사업단이 지향하는 인력양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어문학의 문화
론적 접근을 위한 공통이수 과목 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2014년 1학기에 <문화어문학연구>, <영
문학술논문작성법>이 개설되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하였다. 아울러 신규 개설되는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을 참여
대학원생들이 효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원생 수강 권장 지침>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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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운영 교과목표>

연번 과정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1 박사 문화론 연구 Studies in Theory of Culture 3

2 석사 한국어문화론연구 Study in Korean Language Culture 3

3 석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Study in Contents of Korean Language Culture 3

4 박사 국어문화자원연구 Study in Resources of Korean Language Culture 3

5 석사 국어자료처리연구 Study in Processing of Korean Dat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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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석사 한국고전문학배경론 Studies in Korean Classic Literary Background 3

8 석사 판소리계소설론 The subject of study on Pansori novels 3

9 석사 사회언어학연구 Study in Sociolinguistics in Korean 3

10 석사 국어방언론연구1 Korean Dialectology1 3

11 박사 국어방언론연구2 Korean Dialetology2 3

12 박사 국어정책론연구 Study in Korean Language Policy 3

13 박사 한국문학문헌연구 Study of Korean Literary Tex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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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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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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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학․석사 연계 전공을 통한 실무 인력양성 과정과 석․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양성 과정이라는 2 개의 트랙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투(TWO) 트랙 운영은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
고, 전공과 관련된 전문 능력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며,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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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이 지향하
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차년도에는 투(TWO) 트랙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본격적으로 투(TWO) 트랙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정하고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1차년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년도부
터는 투(TWO) 트랙을 운영할 것이다.

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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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에는 참여대학원생 3인에 대해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하였다.
참여대학원생 책임 지도교수 공동 지도교수

정성희(국어학 전공/ 석사 과정) 백두현 남길임
강유정(현대문학 전공/ 석사 과정) 김주현 박현수
배준영(국어학 전공/ 박사 과정) 백두현 김덕호

1차년도에는 같은 전공의 교수가 공동지도로 위촉되어 학생의 논문지도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전공의 교수
를 공동지도 교수로 위촉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융합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 및 ≪연구윤리규정안내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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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 및 ≪연구윤리규정안내서≫ 구비에 대한 평가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를 마련하여 대학원 학사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전에도 비교적 우
수한 학사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에 따라 입학 및 학위 취득, 논문 심사 등을 진행
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 및 배출하였다. 그리고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밀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단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내규와 규정을 본
사업단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이 내규에 따른 학사 관리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 및 배출로 연결되고, 운영 규정에 따른 사업 진행은 사업 진행
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본 사업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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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의 국제화

1)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신설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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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매년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이 개설되도
록 하였다. 이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 결과물을 세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석학 초청 강연

- 해외 석학 초청 강연1
강연자: Werner Sasse 교수(전 유럽한국학학회 회장)
강연주제: 외국인이 본 한국고전과 고전문학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오후 4시
장소: 대학원동 214호(국제회의실)

- 해외 석학 초청 강연2
강연자: 신성철(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교수)
강연주제: 호주의 한국학 동향과 향후 과제
일시: 2014년 2월 20일(목) 오후 4시
장소: 글로벌플라자 201호

해외 석학 초청 강연에 대한 평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본 사업단은 문화 관련 외국 저명학자의 초청강연을
매년 2회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차년도에는 2명의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해외에서의 한국
학 연구 동향 및 연구 방향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Werner Sasse 교수는 한국의 고전과 고전문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연구 및 인식에 대해 강연하면서, 한국고전

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신성철 교수는 호주의 한국학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 강연하여 해외에서의 한국어, 한국문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 두 강연 모두 한국어와 한국 문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여, 본 사업단의 사업 방향에 부합하였으며,

한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참여대학원생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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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 작성법> 교과목 신설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 작성법> 교과목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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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였다.

4)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에 대한 평가

참여대학원생이 선진국의 지역 특화 문화 연구를 배우고,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을 계획하였다.

1차년도에는 2013년 12월 14일에서 17일까지 중국의 곡부사범대학에서 단기연수를 진행하였다. ‘한중 유교문
화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단기 연수를 통해 유교 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심화하였고, 곡부사범대학과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1차년도에는 장기연수 실적이 없으나, 참여대학원생이 2014년에 장기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외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일본의 도야마대학, 미국의 하와이대학 등과 장기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2014년에는 장기연수를 지원할 것이다.

5)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 지원

▪참가자: 이수진
▪발표논문: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focusing on ‘school violence’ text
▪학술대회명: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주관기관: The Asia Triple Helix Society
▪개최일: 2013년 12월 12일
▪개최장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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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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다.
참여대학원생 1인이 The Asia Triple Helix Society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에서 논문(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을 발표
하였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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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역량 향상

1) <우수학술논문상> 확대 시행

-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을 위한 세칙 마련
- 2014년부터 참여대학원생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사업연도에 발표된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등재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 점수
에 따라 우수논문 3편을 선발해 시상하기로 함.

<우수학술논문상> 확대 시행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의 소속 학과에서는 2011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상(현대문학)을 수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원생의 논문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단은 《우수학술논문상》을
모든 전공 영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매년 3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2차년도에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을 하기 위해 1차년도에는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을 위한 세칙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세칙으로 2014년 1학기에 <우수학술논문상>을 현대문학과 국어학 전공자 각 1인에게 시상하였다.

이와 같은 학술상 실시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동기를 제고하고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술논
문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기여한다.

2)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초청 특강1
강연자: 이종묵(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연주제: 조선 선비의 집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대학원동 214호(국제회의실)

- 전문가 초청 특강2
강연자: 김하수(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연주제: 언어 연구와 사회 발전에 대한 통합적 인식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대학원동 214호(국제회의실)

- 전문가 초청 특강3
강연자: 천정환(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연주제: 현대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문화론적 연구
일시: 2014년 2월 19일(수) 오후 4시
장소: 글로벌플라자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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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문화론의 이론, 연구 방법,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문화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회를 개최하였다. 1차년도에는 총 3회의 강연을 개최하였고, 고전문학, 국어학, 현대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
여 강연을 하였다. 
  이종묵 교수는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을 재구하고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 미시사적 연구 방법을 접하고, 문학 연구에 대한 시각의 확대할 수 있었다. 김하수 교수
는 사회언어학 분야의 저명 학자로, 언어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어학 분야에서 사회 및 문화와 관
련된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천정환 교수는 현대문학 연구에 있어 기존의 연구
방법을 탈피하여 문화론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화론적으로 연구된 사례들을 소개하
였다. 
  이상의 세 강연 모두 어문학 연구에 있어 문화적 접근과 방법론 적용을 강조하여, 본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며, 문화어문학 연구에 대한 참여대학원생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3)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을 위한 세칙 마련
- 2014년부터 참여대학원생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연구논문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 연구논문계획
서를 각 전공의 석사 1인, 박사 1인, 총 6편을 선발해 시상하기로 함.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업단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 공모전을 시행을 하기 위해 1차년도에는 공모전 시행을 위한 세칙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세칙
으로 2014년 1학기에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을 시행하여 각 전공의 석사과정 1편, 박사 과정 1편, 총 6편을 
선발해 시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 동기를  제고하고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논문을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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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

(1)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제1차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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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0월 24일(목) 오후 4시
▪장소: 인문대학 423호
▪내용: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논의, 전공집담회 진행 방식 논의
▪참석자: 박지애(계약교수), 손유진, 최은주, 서정현, 김분청, 황명환, 전설련 등

<제2차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인문대학 423호
▪발표
손유진: 조선 전기 안동 지방 사족의 누정 공간 향유 양상
최은주: 조선조 사대부들의 경주에 대한 인식과 경주 유람의 의미
서정현: <옥루몽>을 통해 본 경상북도북부지역 소설 향유층의 성향
▪참석자: 박지애(계약교수), 김종구, 손유진, 최은주, 서정현, 김분청 등

<제3차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3년 12월 12일(목) 오후 3시
▪장소: 인문대학 423호
▪발표
손유진: <<영가지>> <누정>조에 통해 본 누정 공간의 향유 양상과 누정 선정의 의도
최은주: <애일당구경첩>을 통해 본 조선중기 사람의 교유양상과 문화활동
서정현: <옥루몽>을 통해 본 고전소설 향유의 일 양상-20세기 중반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참석자: 박지애(계약교수), 손유진, 최은주, 서정현, 김분청, 황명환, 전설련 등

<제4차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4년 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인문대학 203호
▪발표
손유진: <<영가지>> <누정>조에 통해 본 누정 공간의 향유 양상과 누정 선정의 의도
최은주: <애일당구경첩>을 통해 본 조선중기 사람의 교유양상과 문화활동
서정현: <옥루몽>을 통해 본 고전소설 향유의 일 양상-20세기 중반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참석자: 박지애(계약교수), 김종구, 손유진, 최은주, 서정현, 김분청, 황명환, 김소연 등

(2) 국어학 전공집담회

<제1차 국어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3년 11월 8일 (금) 1시
▪장소: 인문대학 303-4호
▪내용: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논의, 전공집담회 진행 방식 논의
▪참석자: 홍미주(계약교수), 배준영, 김예니, 이수진, 서은영, 장유정, 정성희, 김명주, 박지수, 위원징 등

<제2차 국어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3년 12월 19일(목) 오후 3시
▪장소: 인문대학 303-4호
▪발표: 참여대학원생의 사업단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계획서 발표
배준영: 경북 의성 출토 개인 자전 가사 ‘지나간 발자취’의 문화어문학적 연구
김예니·김명주: ‘영남삼강록’의 텍스트 구조와 언어문화 고찰
이수진: 신어를 통해 살펴본 현대 한국어의 언어문화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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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정성희: 소설 어휘에 나타난 1920년대 대구의 문화
장유정: ‘병학지남’의 문화적 연구
박지수: 경북방언의 종결어미에 나타나는 경어법 연구
서은영: 핵심어 분석을 통한 문체 연구
▪참석자: 홍미주(계약교수), 배준영, 김예니, 이수진, 서은영, 장유정, 정성희, 김명주, 박지수 등

<제3차 국어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4년 1월 20일(월) 오후 2시
▪장소: 인문대학 303-4호
▪발표
배준영·장유정: ‘병학지남’에 나타난 군대 어휘의 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군대문화 연구
김예니·김명주: 20세기 초 ‘영남삼강록’ 문헌 연구
신하영·정성희: 소설 어휘에 나타난 1920년대 영남 지역의 문화
제갈덕주·박지수: 지역어 문화 상품화 유형 및 방안에 관한 문화어문학적 연구
서은영: 색채어의 의미적 운율 연구
이수진: 신어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 연구
▪참석자: 백두현(사업단장), 김덕호(참여교수), 홍미주(계약교수), 배준영, 김예니, 이수진, 서은영, 장유정, 정성희, 김명
주, 박지수 등

<제4차 국어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인문대학 303-4호
▪발표
배준영·장유정: 조선시대 병서 언해의 군사 어휘 연구
신하영·정성희: 소설에 나타난 경상·전라 방언 비교 연구
제갈덕주·박지수: 지역어 문화 상품화 유형 및 방안에 관한 문화어문학적 연구
김예니·김명주: 20세기 초 ‘영남삼강록’의 국어학적 연구
▪참석자: 홍미주(계약교수), 배준영, 김예니, 이수진, 서은영, 장유정, 정성희, 김명주, 박지수 등

(3)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제1차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3년 11월 1일(금) 오후 4시~
▪장소: 인문대 303-4호
▪발표
류동일: 불온시 논쟁에 나타난 문학의 존재
김지혜: 정지용과 사회주의와의 관계
손증상: 한국 근대 동화극의 형성과 방정환의 동화극
▪참석자: 권유성(계약교수), 강유정, 이수은, 김성은, 남순후, 김지혜, 류동일, 티엔즈윈, 이승현 등.

<제2차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오후 4시
▪장소: 인문대학 303-4호
▪발표
강유정: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 연구
이수은: 한국과 중국의 <인형의 집> 수용이 근대극 형성에 미친 영향 연구
김성은: 김동리 소설의 실존의식 연구



- 24 -

▪참석자: 권유성(계약교수), 강유정, 이수은, 김성은, 남순후, 김지혜, 류동일, 티엔즈윈, 이승현 등.

<제3차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3년 12월 20일(금) 오후 2시~
▪장소: 인문대 303-4호
▪발표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 광장에서 나타난 ‘중립국’ 연구
티엔즈윈: 무정에 대한 해체주의적 접근
▪참석자: 권유성(계약교수), 강유정, 이수은, 김성은, 남순후, 김지혜, 류동일, 티엔즈윈, 이승현 등.

<제4차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4년 1월 17일(금) 오후 3시~
▪장소: 인문대 303-4호
▪발표
박현숙: 최서해 문학의 ‘환상’에 대한 고찰
남순후: 문학에 있어서의 근대성과 현대성의 징후-송영과 이근삼의 비교를 중심으로
▪참석자: 권유성(계약교수), 강유정, 이수은, 김성은, 남순후, 김지혜, 류동일, 티엔즈윈, 이승현 등.

<제5차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일시: 2014년 2월 21일(금) 오후 3시
▪장소: 인문대학 303-4호
▪발표
강유정: <견습환자>에 나타난 모더니즘 연구
김성은: 김동리 소설의 인간 실존의 양상
이수은: 한국과 중국의 ｢인형의 집｣ 수용 양상 연구
▪참석자: 권유성(계약교수), 강유정, 이수은, 김성은, 남순후, 김지혜, 류동일, 티엔즈윈, 이승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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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원생이 참가하고, 참여대학원생이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발표에 피드백을 해 주었다. 
  고전문학 집담회 발표 중 최은주의 ‘<애일당구경첩>을 통해 본 조선중기 사람의 교유양상과 문화활동’은 농암 
이현보의 <애일당구경첩>을 통해 조선 중기 향촌사회에서 이루어진 문화활동을 살피고, 이 문화활동이 당시 향촌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수진의 ‘신어를 통해 살펴본 현대 한국어의 언
어문화적 분석’은 2003년 신어와 2013년 신어를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신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언어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신어에 반영되어 있는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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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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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상주 지역 문인들의 공동 
창작의 전통과 문화적 기반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59 321-350 201312 1 손유진 1

-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시행을 위한 논의 진행
- 2014년부터 참여대학원생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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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에는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차년도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6)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 교류 및 협의체 마련
-2014년 상반기에 운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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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된다. 
  1차년도에는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2차년도(2014년 
1학기)에 청량산 일대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하여 문화콘텐츠 산업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7)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

(1)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참여대학원생 32명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5편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0.2편



- 26 -

2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양상 -중국인 학습자의 

'때문'구성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텍스트언
어학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35 363-386 201312 2 탄나나 1

3 1920년대 초기 아일랜드 
희곡 수용의 의미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59 231-260 201312 1 김지혜 1

4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한국극예
술연구

한국극예술학
회 41 13-48 201309 1 손증상 1

5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形象化 方式 

퇴계학과 
유교문화 퇴계연구소 54 253-276 201402 1 손유진 1

 참여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평가

  사업신청서상 1차년도의 달성 계획은 소속학과 전체 대학원생 1인당 논문 0.6편으로, 1차년도의 사업기간인  6
개월로 환산하면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 1인당 논문 0.3편이 달성 계획이 된다. 사업신청서상의 계획에 따르면 
1차년도 대학원생 1인당 논문 실적이 0.4편이므로,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였다. 
  참여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하면 1차년도의 논문이 5편이고,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 편수는 0.2편이 된다.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편수가 소속 학과 전체 대학원생 논문 편수에 비해 적은 것은 참여대학원생의 신청 및 선발
이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유동성에 기인한다. 참여대학원생의 선발이 다시 이루어지는 2차년도에는 참여대학원생
의 논문 실적이 더 향상될 것이다. 
  발표된 논문 중 손유진의 ‘상주 지역 문인들의 공동 창작의 전통과 문화적 기반’은 본 사업단이 설정하고 있는 
영남 중부 권역에 대한 연구로, 상주 지역의 문학 자료를 문화적으로 접근한 논문이다. 영남 지역의 문인 및 창작
의 문화적 기반을 모색한 논문으로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손증상의 논문은 박세영의 아동극이 한국 근대 아동극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박세영이 활동할 당시의 시대 상황과 경향을 살피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도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김종구는 ‘가야산 유산기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유산문화의 유형’이라는 논문을 통해 가야산을 유람한 
후 집필된 작품의 작가의식과 유산문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유산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 사업단
이 설정한 연구 권역과 사업단이 지향하는 연구 방향과 잘 일치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문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이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여 실제 적용한 연구 성과를 산출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① 소속학과 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소속학과 대학원생 약 50명
-소속학과 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 참여대학원생 5편, 미참여 대학원생 14편
-소속학과 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0.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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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월
총 

저자
수

저자 중 
소속학과 
대학원생

성명 수

1
20세기 초 서울 방언의 
고모음화와 모음 합류에 

대한 고찰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

1 1~25 201309 1 신하영 1

2
문장 차원에서의 한국어 
"-고 있-"과 중국어 "在", 

"着"의 대조 연구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
육

연세대 
한국어학당 39 319-348 201312 2

정의철
2

쭈즈훼
이

3

L2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양상 -중국인 학습자의 

'때문'구성의 이유 표현을 
중심으로-

텍스트언
어학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35 363-386 201312 2 현영희 1

4
전통음식조리서의 핵심어 

연구-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을 중심으로

텍스트언
어학

한국텍스트언
어학회 35 145-174 201312 1 안주현 1

5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
육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24
권
4호

155-191 201312 2 우문정 1

6 전후 사실주의 희곡과 그 
균욜의 양상

한국극예
술연구

한국극예술학
회 41 79-102 201309 1 이승현 1

7 1950년대 이용찬의 작가 
의식과 형식 실험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

1 329-350 201309 1 이승현 1

8

해방기 '민족'이라는 기호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임화의 

'민족', '민족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
학회 55 153-179 201312 1 배지연 1

9 조정래 <아리랑>에 나타난 
갑오년 농민전쟁의 의미 동학학보 동학학회 29 331-359 201312 1 우수영 1

10 박조열 희곡의 동물과 
생태적 감수성

현대문학
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
학회 55 209-234 201312 1 이은하 1

11
17세기 독서물로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59 235-258 201312 1 김위경 1

12 가야산 유산기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유산문화의 유형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59 259-290 201312 1 김종구 1

13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의로움의 

이면적 의미

한민족어
문학

한민족어문학
회 65 477-499 201312 1 류명옥 1

14 퇴계 이황의 <무이도가> 
수용의식과 <구곡시> 창작의 

동남어문
논집 동남어문학회 36 289-311 201311 1 조유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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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논문제목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
수

저자 중 
참여 대학원생

성명 수

1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2014 
한국사전학회 

제24차 
전국학술대회

한국 20140221 한국사전학회 2
김예니 1

이수진 1

2
우복 정경세의 
만시를 통해 본 

죽음의 형상화 방식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중국 20131216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중국 곡부사범대학 
공자문화학원

1 손유진 1

3
국어사 문헌 자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과 그 적용

제40회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한국 20131212 국어학회 2 배준영 1

의미

연
번

이름 저서명 출판사 ISBN 쪽 발행연월일
총 저자 

수

1 전영곤
이상옥 토론을 하다 조율 978-89-97169-09-2 301 20140110 3

2 전영곤
이상옥 글쓰기를 하다 조율 978-89-97169-10-8 253 20140110 3

② 소속학과 대학원생 학술저서 실적

2) 참여대학원생 학술회의 발표 실적(국내)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회의 발표 실적에 대한 평가

  1차년도 참여대학원생의 학술회의 발표 실적은 3편이다. 이 중 배준영의 ‘국어사 문헌 자료의 문화중층론적 연
구 방법과 그 적용’이라는 발표는 국어사 문헌 속에 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첩된 문화 요소를 찾아내고 통합
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 것으로, 국어사 문헌 자료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발표
는 국어사 문헌 자료를 문화어문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연구 방법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사
업단의 아젠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발표이다. 
  참여대학원생들은 꾸준히 문화어문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천착은 이후 사업연도에 논문 생산으로 직
결될 것이다. 참여대학원생의 학술회의 발표 실적이 다소 낮은 것은 참여대학원생의 신청 및 선발이 학기마다 이
루어지는 유동성 때문이다. 참여대학원생의 신청 및 선발이 다시 이루어지는 2차년도에는 참여대학원생의 발표 
실적이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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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역 시간 주요일정

제1일(12/14)

부산

靑島

曲阜

10:30

11:35

부산 출발 

靑島 도착

曲阜로 이동

제2일(12/15)

曲阜

邹城

08:00

13:00

17:00

孔廟, 孔府, 孔林, 顔廟, 論語碑苑

周公廟, 壽丘, 少昊陵, 舞雩臺, 沂河 답사

尼山夫子洞, 尼山孔廟, 聖水湖 답사

孟林, 孟廟 답사

제3일(12/16) 曲阜 전일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 主 題 : 韓中 儒敎文化의 過去와 現在

․ 제1부 : 哲學 分野(發表 : 中國측 2명, 韓國측 4명)

․ 제2부 : 文學․史學 分野(發表 : 中國측 2명, 韓國측 4명)

․ 綜合討論

제4일(12/17)

曲阜

靑島

부산

12:35

15:15

曲阜 출발

靑島 출발

부산 도착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기타 활동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은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
된 문화적 요소를 융합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학문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합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단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위해 인문학 캠프 
참가와 유교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다. 
  ‘소통과 협업의 인문학 캠프’는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 분야의 소통과 협업, 협업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 
도출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타 전공, 타 분야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중 국제학술대회 및 유교문화 현장 탐방은 중국 곡부사범대학 공자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
다. 공자연구소와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국 산동성 곡부 일대를 탐
방하였다. 
  캠프 참가와 중국 유교문화 탐방 모두 소통과 융합, 문화적 요소의 탐구라는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바와 잘 일
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대학원생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융합적 연구,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연구 
성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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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구

책임자
성명

주관
부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시작일 종료일

1 권유성 한국연
구재단 1920년대 [학지광] 소재 문예론 연구 20130701 20140630 단독 5,000

2 권유성 한국연
구재단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경향 잡지의 
문예론과 시적 실천 양상 연구 20130501 20140430 단독 9,000

3 박지애 한국연
구재단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의 민요전승과 
소통-고령군, 경산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20130501 20140430 단독 9,000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호 쪽 발행연월
총 

저자
수

1 권유성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경향 잡지의 
문예론과 시적 실천 양상 연구

국어국문
학 국어국문학회 165 359-390 201312 1

2 박지애 영남지역 시집살이노래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

한국민요
학 한국민요학회 39 187-214 201312 1

3 홍미주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 교육 방안 

한국어교
육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24권
4호 155-191 201312 2

연번 이름 전공 연구분야

1 권유성 현대문학 (현대시) 일제강점기 현대시 연구

2 박지애 고전문학 (고전시가, 구비문학) 영남지역 구비문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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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실적

1)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확보

                                                                                                   
                      
2)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수주 실적

3) 신진연구인력 논문 게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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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 홍미주 변항 (오)의 변이형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방언학 한국방언학회 18 325-367 201312 1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엄격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였다. 
    ⓵ 최근 3년간 우수 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본 사업에 부합하는 논문 발표 실적 평가
    ⓶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병행을 통한 연구 역량 검증
    ⓷ 전국 단위의 공개 채용
    ⓸ 교외 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 위촉
  또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 평가 체제를 마련하였다. 평가위원회는 참여교
수 3인으로 구성하고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시점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진연구인력의 재임용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사업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1년 1편 이상, 2년간 3편 이상 우수 
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발표하여야 한다.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담당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⓵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과 연구 등에 참여
    ⓶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 담당
    ⓷ 사업단의 활동성과 체계적 정리 및 보고, 대외 홍보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2013년 9월 17일부터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채용 관련 내용
을 공고하고, 전국 단위의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세 분야에서 1인
씩 채용되어 3명의 계약교수가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다. 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단에서는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 세칙>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사업단 홈
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세 명의 신진연구인력은 1차년도 6개월 동안 연구실적 1인당 환산편수 1.3편으로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
하였다. 권유성은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경향 잡지의 문예론과 시적 실천 양상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동인지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주의경향 잡지의 문예현상에 주목하여, 1920년대 현대시가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면을 포착하는 데 기여하였다. 박지애는 ｢영남지역 시집살이노래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를 
통해 영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시집살이노래의 지역문학적 성격과 아울러 문화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기여하였다. 
홍미주는 ｢변항 (오)의 변이형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구 지역어의 음운변이를 언어학적으
로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지역인의 언어 의식 및 태도를 고려하여 언어 분석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이상의 연구 
실적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업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어문학 연
구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과제 
또한 영남지역에 전승되는 민요(박지애)이거나 문학의 생성을 둘러싼 담론과 문화(권유성)로서 본 사업단의 아젠
다와 관련성이 깊다.

 본 사업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은 1차년도 기간 동안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
성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은 전공별 매월 1회(매월 총 3회)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전공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전공 집담회는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어문학의 학문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신진연구인력은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대학원생 상호간의 소통 및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학문적 소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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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역량 향상 

1) 사업단 내 협력체계 구축

(1) 사업단의 구성

- 단장(총괄책임): 백두현 교수
- 실무추진위원 : 김재석, 김주현, 정우락, 박현수, 남길임, 김덕호 교수
- 자문위원 : 이상규, 김기현 교수 및 관계기관장
- 자체평가위원 : 교내 인사 1인(경북대학교 철학과 김석수 교수), 교외 인사 2인(군산대학교 류보선 교수, 연세대학교 강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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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수, 김덕호 교수, 신진연구인력 박지애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질서화하는 일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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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화 및 국제화 : 김재석, 남길임 교수, 신진연구인력 홍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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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수, 남길
임)를 선정하였다. 또한 단장, 분과별 책임 교수, 신진연구인력으로 실무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 1회 주례회
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사업단의 연구와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조율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 전체 인
력이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의 성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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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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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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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에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기획하여 영남 중부 권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의 특징과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 가야산의 문학적 재발견
▪일시: 2013년 10월 5일(토) 2시
- 주요 발표 내용
⓵ 가야산의 문화적 기반(정우락)
⓶ 가야산 吟詠 시고(이구의)
⓷ 가야산 기행가사의 여행체험 양상과 의미화 방식(최은숙)
⓸ 가야산 유산기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변천과 그 의미(김종구)
⓹ 가야산 설화의 이중성과 그 의미(최천집)
⓺ 가야산 인근 지역 시집살이노래의 현황과 문화적 가치(박지애)

         

3)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및 전국 학술대회 개최)

-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3회 개최
- 전국 학술대회 1회 개최

(1)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3회)

⓵ 고전문학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3:00]                             사회 : 서혜은(대구대)

□ 기조발표
13:00-13:20 정우락(경북대), 가야산의 문화적 기반      

□ 논문발표
13:20-14:00 이구의(경북대), 가야산 吟詠 시고    
            토론 : 백운룡(경북대)

◎ 휴식(14:00-14:10)

14:10-14:50 최은숙(한서대), 가야산 기행가사의 여행체험 양상과 의미화 방식        
            토론 : 김상진(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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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0 김종구(경북대), 가야산 유산기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변천과 그 의미
            토론 : 한의숭(동국대)

◎ 휴식(15:30-15:40)

15:40-16:20 최천집(동국대), 가야산 설화의 이중성과 그 의미 
            토론 : 김위경(동국대)

[16:20-17:00] 박지애(경북대), 가야산 인근 지역 시집살이노래의 현황과 문화적 가치
             토론 : 이윤선(동국대)

⓶ 국어학

▪일시: 2013년 10월 26일(토) 2시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 한국문학언어학회․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4:00)                               사회 : 안미애(동국대)

□ 기조 발표
14:10-14:50, 백두현(경북대): 소통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의 한글 사용

□ 논문 발표 
14:50-15:30, 남길임(경북대) · 최준(경북대): 구문 단위 빈도 목록의 추출과 활용에 대하여
                                        - 국어국문학 학술 논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토론 : 김령환(경북대), 한송이(경북대)

 ◎ 휴식(15:30-15:40)

15:40-16:20, 정의철(경북대) · 쭈즈훼이(경북대): 한중 미완전상 표지 '-고 있-'과 '在-', '-着'의 대조 연구
             토론 : 임태성(경북대), 현영희(경북대)

16:20-17:00, 안주현(경북대):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핵심어 연구
             토론: 배준영(경북대), 김명주(경북대)

⓷ 현대문학

▪일시: 2013년 11월 30일(토) 2시
▪장소: 인문대 교수회의실
▪주최: 한국문학언어학회․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개회(14:00)                                               
14:00 ~ 14:10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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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50 ｢한일 번역문학의 형성과 특성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발표 : 윤민주(동국대)         토론 : 전은경(경북대)         사회 : 이정숙(경북대)
 
14:50 ~ 15:30 ｢전선문학에 드러나는 문학적 논리에 대한 고찰｣
                    발표 : 김상모(경북대)          토론 : 김도경(경북대)         사회 : 이원동(경북대)

 15:30 ~ 16:10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운동가들의 문학 개념｣
                    발표 : 권유성(경북대)          토론 : 김지혜(경북대)         사회 : 박정선(창원대)
 
◎ 휴식(16:10 ~ 16:30)

 16:30 ~ 17:10 ｢노동극 <어떤 생일날> 연구｣
                    발표 : 임지희(안동대)          토론 : 이승현(경북대)          사회 : 이정숙(경북대)

 17:10 ~ 17:50 ｢한국시의 새로운 리듬론, 율(律), 성률(聲律), 향률(響律)｣
                   발표 : 박슬기(한림대)           토론 : 박현수(경북대)          사회 : 박정선(창원대) 

(2) 전국 학술대회(1회)

▪주 제: 문화어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2014년 2월 7일(금) 오후 2시
▪장 소: 대학원동 214호(국제회의실)
▪주 최: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 한국문학언어학회 공동 주최
▪일 정:

□ 개회(14:00)                                            사회: 김무식(경성대)
□ 회장 및 사업단장 인사(14:00-14:20)           이상규(경북대), 백두현(경북대)

□ 기조 발표
14:20-15:00, 백두현·정우락(경북대), 문화어문학: 어문학 연구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

□ 논문 발표                                              사회: 권유성(경북대)   
15:00-15:50, 김덕호(경북대),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확장적 모색
              토론: 김무식(경성대)

  ◎ 휴식(15:50-16:00) 

16:00-16:50, 이상원(조선대), 고전시가의 문화론적 접근-<농가월령가>를 중심으로
              토론: 백순철(대구대)

16:50-17:40, 박진영(연세대), 해방기의 출판문화와 중국문학 번역
              토론: 전은경(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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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을 위해 세 단계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세 
단계의 학술대회는 연 2회 실시하는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 연 1회 실시하는 전국 학술대회, 단계별 1회 실시하
는 국제학술대회로 구분된다. 1차년도에는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전국 학술대회를 1회 개최
하였다.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는 전공별로 진행하였으며, 고전문학 전공 분야는 “가야산의 문학적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영남 중부권을 대상으로 문화적 기반과 문학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국어학 전공 분야에서는 
조선 시대 한글 사용의 문화적 기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지면서 문화어문학 이론을 개발하고 심화시키
는 데 기여하였다. 현대문학 전공 분야에서는 번역문학, 사회주의 등 문학 생성을 가능케 한 다양한 문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사업단은 전공별로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를 통해 본격적이고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학술대회를 
통해 전공 간 융합적 연구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전국 학술대회는 “문화어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함으로써 기존의 어문학 연구가 가진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4)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신청서에 명시한 협력기관

- 학내 협력기관
: 인문과학연구소, 영남문화연구원, 문화산업연구소, 한국어문화원

- 학외 협력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경남문화연구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등

-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
: 대구박물관(교양시민인문강좌), 경산문화원(선비문화강좌), 칠곡군 평생학습관(인문강좌), 유네스코 대구협회(찾아가는 인

문학교실)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여러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차년
도에는 학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소통과 협업의 인문학 캠프”에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참가하여 인문
학 제 분야의 연구자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
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2014년부터 “문화어문학 현장 학
습”을 위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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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연구
책임자
성명

주관부처 연구과제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연구비

(천원)

사업 
참여교수 
지분(%)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시작일 종료일

1 김덕호 국립
국어원

2013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백두현 20130327 20131122 공

동 88,363 100 88.363

2 김덕호 한국연
구재단

20세기 초 
한반도 

언어지도 
제작과 활용 
방안 연구

20130501 20140430 단
독 11,700 100 11,700

3 남길임 한국연
구재단

구문 단위 
핵심도 분석을 

통한 ‘학술 핵심 
구문’의 추출- 
문.사.철 인문 
분야 학술지를 

중심으로-

20130501 20140430 단
독 25,636 100 25,636

4 남길임 국립
국어원

2013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어조사 및 

생활용어 구축

20130531 20131220 단
독 101,272 100 101,272

5 남길임
한국산
업기술
진흥원

빅데이터 기반 
안전ㆍ안심도시 

구현을 위한 
소셜플랫폼 

구축

20130601 20140531 98,756 100 98,756

6 정우락 성주군

가야산 
선비산수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20140211 20140710 단
독 17,800 12 2,000

7 정우락 경상북
도

경북 주요 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

황위주, 
조재모 20131014 20131227 공

동 800,000

8 정우락 국학진
흥원

2013년 
종가문화 

기초조사 사업 
용역

20131014 20131217 단
독 14,800

합계 1,158,327

8. 참여교수 연구 실적

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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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
발행연

월
총 

저자수

1 백두현 작업 단계로 본 훈민정음의 제자 
과정과 원리 한글 한글학회 301 83-142 201309 1

2 백두현 영남지역 국어사 자료의 연구 
성과와 연구 방향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59 9-54 201312 1

3 김재석 1980년대 동아쇼핑센터 소극장과 
지역연극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

학회 59 83-110 201312 1

4 김주현 김동리의 [해방]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1 1~23 201309 1

5 김덕호 방언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방언학 한국방언학회 18 31-61 201312 1

6 남길임 『우리말샘』 관련어 유형 및 정비 
구축의 실제 한국사전학 한국사전학회 22 160-19

2 201311 2

7 정우락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퇴계학과 
유교문화 퇴계연구소 53 213~25

2 201402 1

연
번

이름 저서명 출판사 ISBN 쪽 발행연월일 총 저자 수

1 김주현 김동리소설연구 박문사 978-89-98468-16-3 473 20131230 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1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모두 8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김덕호 교수는 ‘2013년 지
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20세기 초 한반도 언어지도 제작과 활용방안 연구’ 등 본 사업단의 연구 추진 단계 중 
‘문화어문학의 실용화 방안 모색’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사업단의 아젠다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
고 있다. 남길임 교수는 연구 과제를 통해 문헌 자료와 구술 자료의 DB와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
며, 이를 활용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남길임 교수의 작업은 본 사업단의 연구 추진 단계 중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에 해당하며, 참여대학원생들이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질서화하
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우락 교수는 영남지역에 산
재한 문화 자원을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술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화가 가능한 콘텐츠로 가공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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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여교수 학술 저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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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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였다.

◇ 국내 우수학술지 게재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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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참여교수는 모두 9편의 논문(학술저서 논문 200%로 환산)을 국내 우수학술지에 게재하
였다. 1차년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치를 6개월로 환산하면 참여교수 1인당 1.5편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연구 논문을 통해 사업단의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백두현, ｢영남지역 국어사 자료의 연구 성과와 연구 방향｣
 : 영남지역에서 간행되거나 필사된 한글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에 접근하는 통섭적 시각과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시한 논문이다.
-김재석, ｢1980년대 동아쇼핑센터 소극장과 지역연극｣
 : 백화점 소극장이 지역 연극사에서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서, 대구 지역 연극의 특수성을 규
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김덕호, ｢방언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연구｣
 : 방언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논문으로서, 방언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그 경제적 가치를 규명하였다. 
-정우락.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 성주 및 김천 지역 무흘구곡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로서, 영남 지역의 문학 자산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
을 해명한 논문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의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피인용지수 평가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실적 및 사업단 기여도, 대학원생 
지도 및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 종료 시점에 참여교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인용지수 평가를 활용한 참여교수 연구 논문 질적 평가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 42 -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지명 ISSN 권/호 쪽
발행연월

일

총 
저자
수

  
1 정우락

近代轉換期 
韓國漢文學作家的中國體驗硏究- 

以滿洲地域爲中心

當代韓國
중국1급지 1007-483x 73권 

3호 14 201309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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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사업기간 동안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은 1편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또한 2회로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참여교수 국제 학술회의 발표 실적

9. 연구의 국제화

1)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

2) 참여교수 국제 학술회의 발표 실적

연
번

이름 논문제목 학술회의명
개최
국가

개최일 주관기관
총 

저자
수

1 백두현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ext-

SCRIPTA 2013 
― Evolution of 

Scripts 
한국 20131012 훈민정음학회 2

2 남길임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Social Network 

Conference

한국 20131212 The Asia Triple 
Helix Societ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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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⓵ 백두현,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ext
｣
: 5개국(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 10개 주제 발표
-발표 일정 및 주제

October 12, Saturday

09:00-09:30  Registration (Sinyang Humanities Hall)
09:30-09:40
 Moderator: KO Heejeong (Seoul National Univ., KOREA)

Opening Ceremony
- Welcoming Address: LEE SeungJae
 (President, the Hunmin jeongeum Society)

PART 1
09:40-11:00
 Moderator: Olivia Milburn (Seoul National Univ., KOREA)
Imre Galambos (Univ. of Cambridge, U.K.)
A continuous evolution of Chinese characters
[Discussant: YUM Jungsam (Seoul National Univ., KOREA)]
Stephen Wadley (Portland State Univ., U.S.A.)
Manchu transliteration of names and its implications
[Discussant: KO Dongho (Chonbuk National Univ., KOREA)]
11:00-11:20  Coffee Break
11:20-12:40
 Moderator: HAN Jae Young (Hanshin Univ., KOREA)
KIM Juwon and NAM Kwonhui (Seoul National Univ. and Kyungpook National Univ., KOREA)
Critical bibliography of Hunmin jeongeum haerye (Sangjubon) and its brush-written notes
[Discussant: JANG Yoonhee (Inha Univ., KOREA)]
BAEK Doo-hyeon and AHN Miae (Kyungpook National Univ. and Dongguk Univ. at Gyeongju, KOREA)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creation of Hunmin jeongeum and their applications to text-input systems
[Discussant: CHOI Woonho (Mokpo National Univ., KOREA)]
12:40-14:30  Lunch (Jahayeon) 

PART 2
14:30-15:50
 Moderator: BAE Chul-Hyun (Seoul National Univ., KOREA)
J. Marshall Unger (The Ohio State Univ., U.S.A. and NINJAL, JAPAN)
Experimental support for the DeFrancis-Unger typology of writing systems
[Discussant: PARK Jinho (Seoul National Univ., KOREA)]
Willem Adelaar (Leiden Univ., Netherlands)
The Andean three-vowel system as an inheritance of the historical convergence between the Aymaran and Quechuan language 

families
[Discussant: PARK Hansang (Hongik Univ., KOREA)]
15:50-16:10  Coffee Break
16:10-17:30
 Moderator: SAITO Ayumi (Seoul National Univ., KOREA)
Timothy Vance (National Institute for Japa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JAPAN)
The mysterious popularity of <ou> in romanized Japanese
[Discussant: KANG In-sun (Univ. of Sungkonghoe, KOREA)]
LEE SeungJae (Seoul National Univ., KOREA)
Old Korean writing on wooden tablets and its implications for Old Japanese writing
[Discussant: KAWASAKI Keigo (Soongsil Univ., KOREA)]
18:00-20:00  Reception 
(Hoam Faculty House, Seoul National Univ.)

October 13, Sunday– October 14, Monday 
Academic Tour to Gye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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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남길임,  ｢Extraction of appropriate text from big data: focusing on ‘school violence’  text｣
  : 4개국(미국, 독일, 일본, 한국) 30여 개 주제 발표

  본 사업단은 1차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청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본 사업
단은 지역 어문학의 세계화를 사업단의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꾸준
히 확대할 계획이다.

 
  
3) 국제 연구 활동 강화 계획

(1)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청서에 명시한 국제 유관 기관 

◇ 현재 교류 협약 체결 중인 기관

- 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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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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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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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신청서에 명시한 유관기관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한국어학과의 빈첸자 교수와 지속적인 학
술교류를 맺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학생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2)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지원

- 취지: 참여교수가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세미나 및 단기 연수 지원
- 실적: 중국 산동성 곡부사범대학 공자연구소와 공동 세미나 “한•중 유교문화의 과거와 현재” 개최(2013년 12월 14
일~17일) 참여교수 정우락, 참여대학원생 손유진 발표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지원에 대한 평가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차년도 사업기간에는 중국 산동성 곡부사범대학 공자연구소와 공동 세미나 및 단기 연수
를 진행하였으며, 참여교수 1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7명이 참석하였다. 단기연수를 통해 국내에서 
접할 수 없는 자료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의 생성 공간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적 안목을 기르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단과의 학술 세미나를 위한 초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