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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의 중요성 
(미래가치)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을 통해 소통과 융합의 인문정신을 현실 속에 구현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최근 2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우리는 ‘문화어문학' 이
론을 개발하여 이를 사업단의 교육과 연구에 적용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성
과를 획득하였다.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더욱 심화하고 확산해 나갈 것
이다. 우리 사업의 미래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을 ◁반으로 한 한국어문학의 연구와 교육
 본 사업단은 현실과 유리된 연구와 교육을 배격하며, 한국어문학에 새롭게 생명
력을 불어 넣어 한국어문학이 실생활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사업단은 우리의 실생활에 기반한 한국어문학의 변화를 추동하
는 진원지가 되어, 실용적 능력과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2. 연구방법론 정립에 따른 학문과 일상의 소통
 학문과 일상의 소통, 이론과 현장의 소통을 지향하는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
의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는 대표적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문학의 교
육과 연구를 우리의 일상생활로 환원시켜 대중들이 향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다. 본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물론 굳건한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자문화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3. 비교 지역학적 측면에서의 한국어문학 연구
 본 사업단은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를 '영남'으
로 설정한다. 이것은 본 사업단의 지리적 근접성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영남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어문학 자산을 
다량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 어문학에 대한 천착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호남과 영남, 기호와 영남, 나아가 중국과 영남 등으로 관심을 넓혀 비교 
지역학적 측면에서 연구해 나갈 것이다.

4. 자료의 질서화를 통한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
 문화어문학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자료의 범위는 구술자료와 문헌자료를 포함하
여, 지역에서 창작· 전승· 소통· 향유되는 모든 어문학 자산을 포괄한다. 이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만주 등 해외로 이주한 지역민의 어문학 자산 또한 교육과 
연구의 범위 안에 포섭된다. 이에 대한 자료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것을 수집해 체계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를 심각하
게 인식하면서, 지역의 어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질서화하여 우리의 
연구 및 교육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어문학 연구를 통한 영남 문화의 재발견 및 한국어문학의 세계적 위상 강화
 본 사업단은 영남을 포함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연구를 통해 영남 문화의 재발견
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영남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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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영남지역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다량 확보하고 있어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영남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은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방법론이 될 것이다.

사업 목표

 본 사업단에서는 최근 2년간의 연구 역량을 더욱 결집하여 국제성을 겸비한 실
용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서 영남지역 어문학 자료를 체
계적으로 수집하여 질서화하고, 이를 통해 영남지역에서 생성된 어문학 자산을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2.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활용하여 현대인에게 필요한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이것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와 문화정책을 개발한다. 아울러 지방 정부
의 지역 문화정책 수립에 유용한 컨설팅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3.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학술지에 외국어로 작
성된 논문을 게재하고, 한국어문학 자산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국제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역량 영역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을 문화적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위기에 봉착한 한
국어문학의 활로를 찾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는 국제성
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설정했다.

1. 교육 비전 및 목표
 본 사업단은 우리 시대 한국어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에 기반한 어문
학 교육을 모색해 온 바, 우선 문화어문학의 개념 정립을 ‘계승’과 ‘극복’이라는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이루어냈고, 내적 접근과 외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을 수립하
였다. 향후 문화어문학 교육의 심화와 확산이라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 일상과 
소통하고, 표준화와 획일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사업단 선정 이후 우리는 한국어문학 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본 사업단의 목표인 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와 국제화를 위해 6개의 공
통 이수 교과목을 신설하여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젠다
와 연관된 기존 교과목을 선택하여 심화과정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운영된 교과
목을 중심으로 본 사업단은 향후 강의평가와 그에 따른 환류가 제대로 시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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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할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내·외 
학과 간, 학석사 및 석박사 공동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과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인력 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적 방법론을 향후 더욱 심화 확대하면서 우수 대학원생
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천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장학금 제도와 연
계된 학석사 연계과정을 확대하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특강 및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학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력확보를 위한 체계
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4. 대학원생 연구 역량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2년 간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은 당초의 정량적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향후 본 사업단에서는 당초의 정량적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BK21플러스 사업 선정 이후 해외 석학 초청 강연과 대학원생의 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이전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2배 이상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기
반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향상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의 질적인 
성과 확보를 목표로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현재의 실적을 고려하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의 정량적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국제
학술회의에서의 발표 성과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의 등재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전
략을 수립하고 기존 전략을 정비, 보완한다. 그 외 사업단이 주력하고 있는 교육
의 국제화 전략은 영어 강좌의 운영 확대,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 해외 
석학 초청 강연, 장단기 해외연수 장려와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단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역량 영역

 우리 사업단은 그동안 쌓아온 지역어문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2년간 BK21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문화어문학 연구의 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하였다. 우리
는 여기서 더욱 나아가 한국어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 '영남지역 문화에 대한 재발견', 
'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라는 4대 연구 비전을 갖
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단 내 연구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속 대학원생이 문화어문학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구축하
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자료의 질서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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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국제화'라는 단계별 연구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2. 연구진의 구성
 본 사업단의 연구진은 연구 및 행정 역량을 두루 갖춘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지
역에 기반하여 한국어문학을 혁신하자는 교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진연구
인력 3인은 모두 지역어문학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한 인재들이다. 우리 연구진은 
자신의 학문적 특장에 따라 크게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
화 및 국제화 부문으로 분과를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연구 역량이 최대
한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본 사업단은 최근 2년 간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 실적을 당초 사업 목
표에 비해 초과 달성하였고, 사업단 아젠다와 유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구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향후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ㄱ)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인센티브 제
도 운영, ㄴ) 국제 공동 세미나 개최 지원, ㄷ)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제도 등
의 국제학술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
는 국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가 국제적 공동 연구, 대학원생 장
기 연수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의 국제화 전략을 새롭게 
보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참여교수 연구 역량 강화 방안
 본 사업단은 최근 2년간 참여교수들의 논문 게재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등에
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 아젠다와 유관한 저서의 기획과 출간, 인문학의 대중
화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쌓아왔다. 향후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되 연구
역량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 논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참여교수들의 업적평가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 나
갈 것이다.

기대 효과

 본 사업단의 연구 및 교육의 기대 효과를 학문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측
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측면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2년간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
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탐구해 왔다.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여 학문과 일상이 소통하는 신개념 문화어문학을 학문영역 내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적 측면
 문화어문학적 방법론은 한국어문학 자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
여 생활에 밀착된 풍부한 교육자원을 공급할 것이다. 특히 문화어문학적 시각에
서 발굴된 자료와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물들은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고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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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어문학 자산에 내포된 실용적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측면
 문화어문학은 국내적으로는 영남지역 어문학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제
적으로는 한국학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어문학적 차원에서 개발된 다양한 자료는 지역민이 바로 향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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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평가지표 내   용

정
성
지
표

교
육

교육
과정

사업단의 교육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교육비전 및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실적
-학과 교육과정과 사업단의 교육목표, 인
재상의 연계 여부, 학문적·사회적·시
대적 요구 반영 여부 등 점검

학사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수여제도의 선진화실적

-사업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사관리 
제도 및 운영의 적절성 점검

인력
양성 취업지도/진로개발 실적 및 계획

-취업의 질적 우수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여부 확인 

-취업률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통한 향후 
취업의 우수성 향상 계획의 적절성 점검

대학
원생
연구
역량

참여대학원생 논문의 질적 우수성
-사업단에서 선별·제출한 참여대학원생 
대표 논문실적(ex. 10개 이내)에 대한 
우수성 점검

참여대학원생 저서의 질적 우수성
-사업단에서 선별·제출한 참여대학원생 
대표 저서실적(ex. 5개 이내)에 대한 우
수성 점검

참여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실적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계획 
대비 실적의 우수성 점검

신진연구인력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사업단에서 선별·제출한 신진연구인력 
대표 연구실적(ex.10개 이내)에 대한 우
수성 점검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실적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실적, 
행·재정적 지원의 우수성 점검

교육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실적

-대학원생 해외 연구실 장기연수, 국제공
동연구 등 국제화 실적에 대한 우수성 
점검

연
구

사회
기여 학문의 사회적 ◁여

-학문의 대중화 등 대외협력 및 사회 기
여 실적의 우수성 점검
-학문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 전반의 창
의성 증진 등 학문의 사회적 기여도 강
조

Ⅱ. 정성지표 세부실적

정성지표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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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과정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 소개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3 -‘문화어문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을 위한 이론 탐구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3 -문화어문학 관련 현장 및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현장 
학습 및 체험

박사
영남지역 어문학연구 3 -지역어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어문학의 내

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구명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
발 3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 학습과 실습 및 실

무 능력 배양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의 위기 극복과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을 양성해 왔다. 당초 우리는 ‘문화어문학’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여기에 입
각하여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세운 다음,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다수의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방향을 수정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향후 사업단의 특장을 계승하면서, 
더욱 심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1. ‘문화어문학’의 정립
 -우리 시대 어문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안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이자 연구 방
법론으로서의 ‘문화어문학’
 -한국어문학 연구가 수행해 왔던 실증주의와 구조주의적 성과를 바탕으로 어문학의 전문성 
계승
 -실용과 생활의 차원에서 한국어문학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어문학 교육의 한계 극복
  
2. 문화어문학 교육의 심화와 확산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통한 문화학에 대한 포괄적 이해 도모
-문화어문학 관련 신규 교과목

-실질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한국어문학 내의 세 분과(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교수들
의 팀티칭 공동 강의
-어문학 생성 공간 답사 등을 통해서 전공 간의 소통은 물론, 연구와 현장의 소통 역시 성
취되도록 운영

실적

1. 문화어문학의 정립과 실천을 위한 노력
1) 문화어문학 전국학술대회 개최
-주제: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Ⅲ
-날짜: 2016.7.15.
-학술발표
  ① 문화어문학 전문가 초청 특강
    -구비문학, 시간이 전하는 말(권오경, 부산외대)
  ② 문화어문학 연구 발표
    -동해안 어촌 지역의 언어와 문화(김지숙, 경성대)
    -지역문학유산의 현재적 재구성(서영인, 경희대)
    -판소리의 생성, 향유와 지역성의 문제(최혜진, 목원대)
  ③ 참여대학원생 문화어문학 학술 논문 발표
    -1970년대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칸앞잘아흐메드, 경북대)
    -여말선초 문인들의 한시에 나타난 논어 수용 양상과 그 의미(황명환, 경북대)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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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복 시에 드러난 시어로서의 문장부호(김민지, 전남대 BK21플러스 참여대학원생)
    -무등산권 누정문학의 문화자원 활용 방안(신송, 전남대 BK21플러스 참여대학원생)
 
2) 문화어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제: 언어생활과 문화
-날짜: 2016.11.17.~18.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11개 학술발표
-학술발표
 ① 국외의 언어생활과 문화 관련 학술발표
    -언어존재론이 언어를 보다-언어학과 知의 언어(노마 히데키, 메이지가쿠인대학)
    -중국 전국시대 이전 한자 체계에 대한 시라카와 시즈카의 인식과 오류(옌덩강, 남통대)
    -민간전승과 디지털 문화:러시아 인터넷상의 코리아밈(유리 파스투센코, 쿠반국립대)
    -자장커와 김기덕 영화 인물형상의 비교 연구(쩡뎬훼이, 길림사범대)
    -중국 인터넷 저속언어의 생성 분류 및 운영 체제(위펑, 건국대)
 ② 언어생활과 문화 관련 국내 연구자 학술발표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홍윤표, 연세대)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김주현, 경북대)
    -한국어의 융합적 특질(정수현, 연세대)

 ③ 언어생활과 문화 관련 대학원생 학술발표
    -서사 전략으로서의 은유-한승원 소설 「폐촌」을 중심으로(정도미, 전남대 BK21플러스 
참여대학원생)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김명주, 참여대학원생)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김분청, 참여대학원생)

2. 문화어문학 교육의 심화와 확산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2016년 1학기 <문화어문학연구> 개설(담당교수 정우락)
  2016년 2학기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개설(담당교수 김덕호)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을 통한 연구와 현장의 소통
: 권정생 문학의 문화콘텐츠 제작 과정 현장 실습 및 실무자와의 토론회 진행(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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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 체계 구축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

과정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 소개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3 -‘문화어문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을 위한 이론 탐구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3 -문화어문학 관련 현장 및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현장 
학습 및 체험

박사
영남지역 어문학연구 3 -지역어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어문학의 내

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구명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
발 3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 학습과 실습 및 실

무 능력 배양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2 -국제학술지나 영문 학술지 논문 제출을 위한 영문 학술논문

작성 능력 배양
한국어 논문작성법 2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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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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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
-문화어문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신설되는 교과목 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중 문화어문학
유관 과목을 심화 교과목으로 편성
-신설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을 통해 연구 역량 제고

2.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
-‘학·석사 연계 과정 / 석·박사 전문 과정’ 두 개의 트랙 운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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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시 연구장
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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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석·박사 전문 과정
-목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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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연구> 수업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문화어문학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작성 지도
-<학위논문연구> 수업에서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의

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
-학과 내 전공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공 간 《공동지도교
수제》 운영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에 대해 핵심 전공을 지도하는 책임 지도교수와 논문 내용
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전공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
-융합적 방법을 살린 창의적 논문 산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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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1.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 체계 구축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
-2016년 1학기 <문화어문학연구> 개설(담당교수 정우락)
-2016년 1학기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담당교수 박지애, 오선영)
-2016년 2학기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개설(담당교수 정우락)
-2016년 2학기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담당교수 전윤화)

2)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참여대학원생 수강권장지침을 마련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자체 강의평가 실시
-강의평가 홈페이지 공개
: 2016년 개설 <문화어문학연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강의평가 공개
-담당교수 강의평가 결과지 작성
-강의평가 결과 반영을 통한 강의 운영의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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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운영 교과목표>
연
번

과정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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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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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
-문화어문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신설되는 교과목 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중 문화어문학
유관 과목을 심화 교과목으로 편성

-신설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을 통해 연구 역량 제고

2.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
-‘학·석사 연계 과정 / 석·박사 전문 과정’ 두 개의 트랙 운영 

1) 학·석사 연계 과정 
-문화어문학 관련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8과목) 개설
: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방언학>, <스토리텔
링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사>, <영상문학론>
-참여교수의 학부생 졸업논문 지도를 통한 우수 학생 확보 및 양성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공동 세미나 진행
 ① 학부-대학원 문화어문학 공동 현장 조사
    : 경북 현풍군 소례마을 방언 조사(2016.8.23.)
 ② 학부-대학원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 강원도 일대 문화어문학 현장(2016.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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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박사 전문 과정
-<학위논문연구> 수업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문화어문학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작성 지도
-<학위논문연구> 수업에서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의

3)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현황

참여대학원생 공동 지도교수 연구 주제

정성희(국어학 전공/ 박사과정) 백두현
(국어학)

남길임
(국어학) 북한 지역의 언어문화 연구

배준영(국어학 전공/ 박사수료) 백두현
(국어학)

김덕호
(국어학) 새터민의 언어문화 연구

전설련(고전문학 전공/박사과정)
정우락

(고전문학
)

김주현
(현대문학

)
20세기 초반 한시 연구 

4) 사업단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윤리규정안내서> 제작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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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윤리 특강 실시(2017.1.13.)
 :창작과 윤리-수필계의 속물주의와 윤리의식(신재기, 경일대)
  학술 논문과 연구 윤리(백두현,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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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안정적 학사관리 및 학사관리의 엄밀함 제고
1)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에 의한 학사관리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에 따른 학사관리를 통해 학사관리의 엄밀함 제고

2) 《대학원생안내매뉴얼》 마련
-신입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수행할 과정을 월별로 안내하는 매뉴얼 운영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grad.knu.ac.kr)를 통해 매뉴얼 상시 공개

3) 사업단 비전 실현을 위한 학사관리제도 마련
(1) 전공간 《공동지도교수제》 도입: 융·복합 인재 양성
(2) 학위취득기간의 장기화 방지 대책: 풍부한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
-본 대학원 내규 제15조 ⑧항에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사과정은 수
료 후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마련
-초과이수학점 인정 제도 시행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일치자 중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논문
연구 제외)에 대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 시행
 매년 우수한 연구논문계획서 작성자 6인(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3인)을 선정해 각 20만원의 
장려금 지급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당해 사업연도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논문 3편을 선정해 30만원의 장려금 지급

실적

1. 안정적 학사관리 및 학사관리의 엄밀함
1) 입학시험의 질적 강화와 입학 전형의 다양화
-필답시험과 전공구술시험의 질적 수준 유지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 다양화 
   -전기1차: 수학능력평가+구술평가
   -전기2차: 필답시험+수학능력평가+구술평가
   -후 기: 수학능력평가+구술평가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의 엄격화
-논문예비발표제
: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예비발표회를 통해 학위청구논문의 초고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지도교수와 관련 전공교수의 협의를 통해 공개발표 여부 결정
-논문 제출 요건 강화를 위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평가
: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총2편 이상의 학술지 논문 게
재 실적이 있는 자에게 주어짐.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의 엄밀화
-1단계: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외국어 시험과 해당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평
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2단계: 논문계획서 예비 발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학기 시작 전에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예비발표회를 통해 

학사 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 수여 제도의 선진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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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완성도를 공개적으로 검증받도록 함.
-3단계: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 심사
 논문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 위원회가 의결한 후 위촉
함.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함.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위원
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
야 함. 공정한 논문 심사를 위해 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고 있음. 논문 제출
자는 논문을 공개발표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며, 석사의 경우 3회, 박사의 경우 5회의 심사 과
정을 거쳐야 함. 특히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횟수를 규정보다 늘려 진행할 수 있음.
-4단계: 심사 논문의 최종 판정
 심사위원회는 논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함. 석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학위 
수여가 취소될 수 있음.

2. 대학원 학사관리제도 개선 실적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에 의한 학사관리
-<<대학원생안내매뉴얼>> 마련 및 상시 공개

3. 사업단의 비전을 실현하◁ 위한 학사관리제도 실적
1)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시행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시행을 위한 운영 규정 마련
-2016년 3명의 참여대학원생이 공동지도교수로 지도받고 있음
2) 학위취득기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초과이수학점 인정 제도’,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 
‘우수학술논문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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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진로 설정을 위한 취업 특강 실시
-현장 전문가 초빙을 통한 취업 가능성 모색

2.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참여교수의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참여대학원생의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3. 유관◁관과의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도입
-문화어문학 관련 유관기관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유관기관 확대  

4. 지역 유관 ◁관과 상시적 협의체 구성
-문화어문학 유관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기관과의 협력 방안 강구

5. 연구◁관 및 국가◁관 진출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취업한 졸업생들과 대학원 재학생들의 인적 네트워
크 구축

실적

1. 진로 설정을 위한 취업 특강 실시
-현장 전문가 초빙을 통한 취업 가능성 모색
-4차년도 취업 특강 6회 실시

<취업 특강> 실적 
: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2016.10.6. 진용환, 대구광역시 서구청 부구청장)
  시와 산문의 경계(2016.10.6. 정호승, 시인)
  진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2016.11.22. 최경록, 한국인재개발원)
  국어학, 연구와 미래 취업(2016.11.28. 송현주, 계명대 파라미타칼리지)
  대구 근대골목 기획과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2016.11.28. 이원동, 경북대 기초교육원)
  국어국문학, 연구와 취업(2016.12.16. 권유성, 제주대 국어교육과)

2.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참여교수의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참여대학원생의 산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사업단 참여 인력 산관학 연계 실적
① 어패럴 산업의 Customizing Marketing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의 
MISP(Marketing Intelligence Service Platform) 개발(2014.11~2016.10)
: 주관부처-중소기업청
  ㈜더아이엠씨,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참여교수 남길임 컨소시엄 과제
  참여대학원생(서은영, 이수진, 이철희, 이민주) 어패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정기 세미나 
참석 및 발표
② 어패럴 감성 어휘 선정 및 분류 체계 개발(2015.11.~2016.11)
: 주관부처-중소기업청
  참여대학원생(이수진) 데이터 분석 및 세미나 참석 및 발표
③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

취업지도 진로개발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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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경상북도
  참여대학원생(최은주, 황명환, 전설련) 주요종가 자료 조사 및 세미나 참석, 학술논문 발표

3. 유관◁관과의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도입
-2016년 문화어문학 관련 유관기관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4. 지역 유관 ◁관과 상시적 협의체 구성
-문화어문학 유관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기관과의 협력 방안 강구

1) 사업단과의 MOU 체결 기관
-대구시 서구문화원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2) 상호 협조 동의서 교환 기관
: 경상남도 사천문화원,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경상북도 상주문화원, 경상북도 영덕문화원, 
대구광역시 중구문화원,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 남명학연구원, 임고서원, 동리목월문학관

5. 연구◁관 및 국가◁관 진출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취업한 졸업생들과 대학원 재학생들의 인적 네트워
크 구축
-참여대학원생 및 소속학과 대학원생 연구기관 취업 현황
: 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신하영, 소속학과 대학원생, 국어학 박사수료)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김지혜, 참여대학원생, 현대문학 박사수료)
  국립국어원 학예보조(박지수, 참여대학원생, 국어학 석사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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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1. 김명주,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아래아) 표◁와 그 변화 양상」, 『한글』 314, 20161230.
 이 논문은 국어사 연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ㆍ의 비음운화 시기를 밝히는 데 기여한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 한청문감에 반영되어 있는 ㆍ(아래아)의 변화 양상에 대해 음절의 
위치와 선행 자음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18세기 후기는 ㆍ의 비음운화 
완료 단계가 아닌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음을 밝혔다. 국어음운사에서 쟁점이 되어 온 주제를 
실제 문헌의 분포양상과 통계적 결과로 논증한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2. 서정현, 「<창선감의록> 군담(軍談)의 특징과 작자의식 - 조선 후◁ 사대부의 대외관(對外
觀)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1, 20160630.
 이 논문은 <창선감의록>의 군담의 특징과 그에 반영된 작자의식을 17세기 사대부의 대외관
과 관련지어 살펴본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작품 속 사대부 ‘가문’의 문제에 주목하여 논의한 
것에서 벗어나 군담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여 군담소설로서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
출해 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또 17세기 사대부들의 관
심사였던 동북아의 국제관을 중심으로 실존인물인 척계광의 등장과 이민족에 대한 인식 등에 
주목하였다. 이는 가공된 문학작품을 통해 당대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당대인들의 인
식과 태도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우수영, 「1894년 경상도 구미ㆍ선산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 채길순 『웃방데◁』
와 김용락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39, 20160630.
 이 논문은 1894년 경상도 구미‧선산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상황을 살피
고, 이에 대한 인식이 한국문학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
과 동학농민군의 현실인식이 고양되는 과정이 시간과 공간의 확장과 관계되어 있으며,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계층에 따라 현실인식이 작품 속에서 상이하게 드러남을 밝혔다. 경상도 지역
의 동학농민혁명은 호남과는 다른 전개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텍스트가 생성
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영남의 특수성 인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우수영, 「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 수록 소설의 담론 전개」, 『현대소설연구』 64, 
20161230.
  동학(東學)은 수운에서부터 시발(1860)한 ‘한국 자생 문화’로서 그 영향력은 한국문학은 물
론이고 역사, 철학, 종교,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의 기저에 망라해 있다. 한국소설과 동학의 
관계는 1910년 천도교 교단 잡지 천도교회월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천도교회월보 수
록 소설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시도는 바로 한국소설의 동학 담론의 시발점이라는 의의를 가
진다. 본 연구의 우수성은 ‘천도교회월보 수록 소설은 동학 정신과 동학함을 예술로 실천한 
최초의 집단적 결과’임을 밝힌 데 있다.  

5. 현영희, 「신어의 정착 양상 연구: 2005년, 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78, 
20161031.
 이 논문은 국립국어원에서 수집한 2005년‧2006년 신어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10여 년간 
신어의 사용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계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신어의 유형별 특성과 정착

참여대학원생 논문의 질적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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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신어의 연도별 출현 빈도의 양상은 ‘증가
형, 감소형, 파동형, 일시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어의 정착은 ‘감소형’과 ‘파동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의 구분이 신어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현실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한다.

6.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 -인도 문화 브라흐마교의 사
유에 근거하여｣,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제39권 제2호(통권 제14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0630.  
  이 논문은 최인훈 문학과 불교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인도의 
브라흐마교와 관련이 있음을 논의한 것이다. ｢가면고｣에 나타난 고대인도의 인물과 브라흐마
교의 문화어 표현, 그리고 기원전 천년 경의 시간 설정 등을 보면 브라흐마교 사유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를 밝힘으로써 가면고의 세계문화적 가치를 밝힐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소설에 대한 고대 인도의 문화적 접근 방법은 사업단에서 추구하는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정신을 구현 및 확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7. 티엔즈윈, ｢6.25전쟁◁ 한‧중 전시소설에 드러난 포로형상에 대한 비교 연구｣, 『어문론총』 
68, 20160630.
  이 논문은 한‧중 한국전쟁기의 전시소설에 드러난 포로형상을 일반포로와 귀순포로로 나누
어 살펴본 것이다. 소설 속에서 귀순포로에 대해서는 한‧중이 공통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일
반포로에 대해서는 서술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묘사했음을 밝혀냈다. 또 포로들 사
이에 형성된 ‘자아-타자’ 관계를 분석하여 전쟁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회적 현상의 문학적인 
반영을 이해하는 한편, 한‧중 문학의 비교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 김대웅(참여대학원생), 이상옥, 「이상 시의 시간의식 연구―｢이상한 가역반응｣을 중심으
로」, 『어문학』 133, 20160930.
 이 논문은 이상의 등단작이라 할 수 있는 ｢이상한 가역반응｣을 중심으로 이상 시의 시간의
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이상 문학이라는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융
합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문화어문학’의 방법론이 제시하고 있는 어문학 연구의 한 실례를 
보여주었다. 이는 문화어문학 연구가 텍스트가 생성된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후속 연구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
구 결과가 교육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가공된다면, 교육 자원으로 제공되어 
한국어문학 자산에 내포된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백두현(참여교수), 황명환(참여대학원생),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영남학』 30, 20160830.
 이 논문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종가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어문학 자산
을 연구한 논문이다.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융합적인 시각에서 탐구하고자 한 논의로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이
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잘 부합하는 연구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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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검청, 량짜오(참여대학원생), 「韓中儒教文化認知：唐前“四史”韓半島文獻源流疏證及現代
闡釋」, 『퇴계학과 유교문화』 59, 20160831.
 이 논문은 당나라 이전의 四史를 통해, 한반도와 한중관계에 관한 역사 자료를 정리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밝히려고 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하여 일찍부터 인식하였
고, 이러한 자료들은 한중 문화의 同源性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을 논의하였
다. 본 논의는 한중 양국의 국제적인 연구 촉진, 한중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 고전과 현대의 
접맥 등의 방면에서 의미가 있다. 

11. 손증상, ｢일제강점◁ 정인섭의 아동극 창장 전략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54, 
20161231.
  이 논문은 어린이 아동극의 특징 중 하나인 동식물의 의인화에 대한 근원을 고찰하기 위
해 정인섭의 아동극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본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정인섭의 아동극 활동 및 창작 전략을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아동극사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정인섭 아동극의 의미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근대 아동
극 형성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화극과 아동극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고착되는 과
정을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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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 저서의 질적 우수성

실적

1. 현영희
 - 백두현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0910.
 이 책은 ‘대구일보’에 게재되었던 우리말글에 대한 글들을 일반 대중이 보기 쉽도록 정리하
여 간행한 것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일반 대중이 궁금해 하거나 실제 생
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향상 방법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의 여러 모
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어가 한국 사회 및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충하고, 한국어에 담긴 한
국인의 생각과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된다. 

2. 이수진
 - 남길임·이수진,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0810. 
 이 책은 국립국어원 신어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예시로 들면서 신어와 관련된 언어
학적 쟁점 및 국내외 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신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학부생 및 대학원
생, 국어교사 등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어 생성의 방법과 원리, 신어에 
대한 언중의 인식, 신어 조사의 역사, 최근 생성된 신어의 특성 등을 살피며 신어를 둘러싼 
현실의 상황과 신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실제로 신어가 어떻게 생성되고 
사용되는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는 “일상생활이 소통하는 
‘활학(活學)’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단의 아젠다에도 잘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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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1) 대학원생 학술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시행 확대
2) 전문가초청특강 프로그램 운영
3) 해외 석학 초청 강연 프로그램 운영
4)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1)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1) 학술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 지원
(2) 논문 게재를 위한 학술활동 계획
① 정기적 전공별 집담회 개최
② 연구 논문 계획서 공모전 개최
③우수 학술 논문상 시행

2)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1) 국제학술대회 참석 경비 및 논문 게재료 지원
(2) 외국어 논문 번역 지원과 교정 지원
(3)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실적

1.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1) 대학원생 학술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시행 확대
(1) 4차년도 ≪쌍방향 멘토≫ 2팀 진행
 -이수진(국어학 박사과정)-정해연(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
 -최은주(고전문학 박사과정)-전설련(중국, 고전문학 박사과정)
(2) <쌍방향멘토제> 시행 성과
 이수진(국어학 박사과정), 정해연(프랑스, 국어학 박사과정)의 국제 학술대회 발표
 -남길임, 이수진, 정해연, 최준,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09.05 -2016.09.11.
 
 4차년도에는 ≪쌍방향 멘토≫ 2팀이 활동하였고, 그 중 한 팀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성과를 내었다. 이와 같이 ≪쌍방향 멘토제≫는 내·외국인간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외국학생
들의 적응과 연구결과물의 국제화에 기여하였음. 
 
2) 전문가초청특강 프로그램 운영(3회)
-곽충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북한 지역 방언의 자료와 연구, 2016.04.18.
-이재연(UNIST 기초과정부 교수), 텍스트 안과 밖-문화론적 문학 연구의 국내외 동향, 
2016.05.03.
-장우권(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한글정보자원, 2016.07.27.

 문화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심
화함.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기

참여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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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음. 

3) 해외 석학 초청 강연 프로그램 운영(1회)
-이노우에 후미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2016.06.23.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을 통해 해외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문화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습득
하여 참여 인력의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러한 강연 개최는 사업단이 지향하는 교
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부합하였다. 

4)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2회)
① 학부-대학원생 공동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일시: 2016년 8월 24일~26일 
-장소: 강원도 일대 국어국문학 주요 유적지 및 박물관, 관련 산업체
-참여대상: 사업단 참여교수,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여대학원생,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국어
국문학과 대학생 등
② 경북 북부지역 문화어문학 현장 학습
-일시: 2016년 12월 9일
-장소: 경북 안동시 일대(권정생 동화나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참여대상: 사업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등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고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
화 및 현장과 연계된 교육 방법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5)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개최
(1) 일자: 2016년 4월 22일-23일
(2) 목적
-문화어문학에 대한 참여대학원생의 이해력 제고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및 연구의 방향성 탐색
-BK21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력 제고
(3) 내용
-문화어문학의 개념과 연구 방법 및 연구의 방향
-한국어문학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의 사례
-한국어문학에 대한 문화어문학의 적용 
-문화어문학의 전공별 적용 방안 토론

 사업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단이 목표로 하는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탐색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 인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다. 

2.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1)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및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1) 학술대회 참석 여비와 논문 게재료 지원
(2) 논문 게재를 위한 학술활동 계획
① 정기적 전공별 집담회 개최
-목적: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및 전체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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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매달 전공별로 참여대학원생 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참석대상: 참여교수, 소속학과 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소속학과 대학원생
-고전문학 12회, 현대문학 12회, 국어학 12회, 총 36회.

 전공별 집담회를 통해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공별 집담회는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사업
단이 추구하는 문화어문학 분야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하였다.

② 우수 학술 논문상 시행
-시상내용: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별 1편 / 상장 및 상금 300,000원
-평가항목 및 배점: 주제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30점), 기존 성과 활용 및 학계에의 기여도
(30점), 개념의 적절성 및 서술의 논리성(30점), 논문의 완성도(10점)
-수상자 명단

이름 과정 논문 
김명주 국어학

박사과정
 한청문감에 나타난 ㆍ(아래아) 표기와 그 변화 양상, 한글 314, 
20161230.

칸앞잘아흐
메드

현대문학 
박사과정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 -인도 문화 브라흐마교의 
사유에 근거하여,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제39권 제2호(통권 제143
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0630. 

 4차년도에 발표된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등재지) 게재 논문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
에 따라 우수논문 2편을 선발해 시상하였다. ≪우수학술논문상≫ 시행은 대학원생들의 학문
적 성취동기를 제고하고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술논문 작성을 장려하는 지원
방안이다. 

2)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1)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경비 지원
① Kilim Nam, Sujin Lee, Hae-Yun Jung, and Jun Choi,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09.05 -2016.09.11. 
-이수진 참석 경비 전액 지원, 정해연 참석 경비 일부 지원
② Jun Choi, Hyun-ju Song, Hae-Yun Jung, and Kilim Nam.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영국, 2016.07.07.-2016.07.08. 
-정해연 참석 경비 전액 지원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지원하여 참여대학원생이 해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
고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에 대한 지원
은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학술 활동 
경험의 축적이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어 논문 번역 지원과 교정 지원
 본 사업단 소속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논문지원센터(IWC)와 영어 글쓰기 센터의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도 

3)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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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단기연수 2건, 장기연수 1건 실시
(1) 단기연수 2건, 참여대학원생 7명 경비 지원
 -중국 남통대 단기연수 ‘근대전환기 중국 망명 작가의 현황과 작품 연수’ 
2016.07.09.-2016.07.14. (참여교수 1인, 참여대학원생 2인)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고려인의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학술 강연 및 현장 조
사 연수’, 2016.08.11.-2016.08.16. (참여교수 1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5인)

(2) 장기연수 1건, 참여대학원생 5명 경비 지원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Lecture & 
Seminar Training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Humanities Studies’, 2017.01.23.-2017.02.07. (참여교수 2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
원생 5명)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4차년도에는 아시아 지
역 외 러시아, 이탈리아의 기관에서 연수를 시행하여 연수 국가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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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1. 계약교수 박지애
1) 박지애, 「중국 설화의 수용과 문학적 상상력-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0530.
 이 글은 중국의 양산백과 축영대 설화가 국내에 수용된 이후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되어 창
의적으로 변용된 다양한 장르의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양산백과 축영대라
는 동일 소재가 국내의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수용·변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적 보편성
을 살핌과 동시에, 담당층과 수용층, 시기, 장르적 관습 등의 이질적 요소에 의해 동일 소재
가 장르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현된 장르별 독자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양산백과 축
영대>를 소재로 한 민요가 영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이유를 영남지역 서사민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지역민요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계약교수 홍미주
1) 백두현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0910.
 이 책은 ‘대구일보’에 게재되었던 우리말글에 대한 글들을 일반 대중이 보기 쉽도록 정리하
여 간행한 것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일반 대중이 궁금해 하거나 실제 생
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올리기 방법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어가 한국 사회 및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충하고, 한국어에 담
긴 한국인의 생각과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특히 올바르고 효과적인 한국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어학적 지식이 일반 대
중의 언어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연구성과의 대중화, 어
문학 자산 및 연구 성과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단의 아
젠다와도 잘 부합한다. 

2) 홍미주, 「노년층과 청년층의 방언 차이에 대한 연구-경북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
로-」, 『영남학』 31, 20161230.
 이 논문은 영천 지역의 노년층 화자와 청년층 화자가 사용하는 문법적 요소를 대조적으로 
파악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노년층은 
주로 전통적인 방언 문법 형태를 사용하고, 청년층은 상황에 따라 표준어형과 방언형을 구별
해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청년층은 아주 친밀한 상대와 대화할 때 방언을 사용하여, 이중
방언사용자의 모습을 보인다. 청년층에서 방언형 사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방언형을 몰라서가 
아니라 청년층 화자가 대화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임을 논의하여, 연령
에 따른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 사용 양상과 젊은 세대의 방언 사용 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
다. 

3. 박사후연구원 배지연
1) 강미경 외,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대구를 이야◁하다-』, 한국문화사, 
201701.
 이 책은 대구의 공간을 중심으로 문학, 인물, 사건, 음식, 산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약전골목, 이상화, 김광석, 대구탕(大邱湯), 팔공산 등에 담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은 

신진연구인력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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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소환하고 새로운 만남을 이끌어낸다. 특히 대구 출신 작가, 대구를 배경으로 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이 돋보이며, 삶의 공간인 대구의 문화를 인문학적 시선에서 이
해하고 앞으로의 지역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는 영남 지역의 어
문학 자산 및 문화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단의 아젠다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2) 배지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일제강점의 ◁억과 풍속 재현의 글쓰◁」,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1230.
 이 논문은 최인훈의 ｢두만강｣에 나타난 식민지 공간에 대한 기억과 탐색을 통해, 그리고 주
인공들의 성장 서사에 중첩된 식민지의 일상을 통해 1940년대 일제의 전쟁담론이 재생산되고 
그것이 조선인들의 식민주의적 무의식으로 내면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만강｣의 풍속 
재현의 글쓰기가 단순한 현실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 말기의 식민담론의 생산
방식과 내면화 과정을 적실하게 반영했다는 점을 재구함으로써 그간 간과되었던 ｢두만강｣의 
의미를 조명했다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두만강｣이 이후 최인훈 소설에 다수 
발견되는 식민주의적 무의식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특히 태풍과의 연관성에 
착목함으로써 최인훈 소설 연구사에서 간과되어 왔던 ｢두만강｣의 위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는 데 이 논문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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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국어국문학 분야별 신진연구인력 확보
-현대문학 분야 신진연구인력 1인 확보 

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1)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성과급 지원
2)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 공간 제공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활동 지원
①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기자재 제공
②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③ 해외 공동연구 및 단기연수 지원
④ 현장 조사 여비 지원
⑤ 논문 게재료 지원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현대문학 분야 박사후과정생 1인 확보, 총 3인의 신진연구인력 확보
 4차년도 상반기까지는 2인의 신진연구인력(고전문학 분야 1인, 국어학 분야 1인)을 확보하였
으나, 4차년도 하반기에 1인을 추가로 선발하여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각 분야의 신진
연구인력을 확보하였다. 

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실적
 1)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성과급 지원
 본 사업단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법정 부담금(4대보험)을 지급하며 임용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1년마
다 보수 월액의 1월분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신진연구인력
의 사업단 기여도, 학술 저서 실적, 논문 게재 실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2)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 공간 제공
 신진연구인력의 안정된 연구활동과 역할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연구공간을 확보해 제공하고,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공간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비를 지원하였다.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활동 지원
①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기자재 제공
②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③ 해외 공동연구 및 단기연수 지원
 -단기연수 경비 지원: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단기연수 경비 전액 지원
 -장기연수 경비 지원: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장기연수 경비 전액 지원
④ 현장 조사 여비 지원
⑤ 논문 게재료 지원
 

9.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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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공간과 연구를 위한 기자재를 제공하여 연구 및 학술활동
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대회 발표, 해외 연수, 현장 조사 경비를 지급하고,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성과 산출에 기여하고, 국제적 학술 활동 및 국제적 감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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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영어강좌 운영 

2. 국제적 감각 향상을 위한 ‘해외 학자 초청 특강’ 개최

3.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8회 참가 계획

4.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장단◁ 해외연수
 -해외 장기연수를 위한 해외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지속
 -단기연수 2개국, 2회, 5명 계획

5.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7명 유치 계획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교과목 운영

실적

1. 교과목 <영어학술논문작성법> 개설 및 운영 실적
 사업단이 지향하는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교과목의 운영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영문 학술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였다. 

2. 해외 학자 초청 강연 개최
 -이노우에 후미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2016.06.23.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을 통해 해외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문화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습득
하여 참여인력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하였다. 이러한 강연 개최는 사업단이 지향하는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3.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실적
1) 한국연구재단 기준 충족 국제학술대회 발표 4건
 -Kilim Nam, Sujin Lee, Hae-Yun Jung, and Jun Choi,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09.05 -2016.09.11.
 -Jun Choi, Hyun-ju Song, Hae-Yun Jung, and Kilim Nam. ‘A methodology for 
extracting scientific terms for education from a science textbook corpus’, BAAL 
Vocabulary SIG 2016, 영국, 2016.07.07.-2016.07.08. 
-김명주,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Dephonologization of the 
Vowel /·/ in Late 18th-century Literature)’, 제3회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언어생활과 문
화(Language, Life and Culture), 2016.11.18.
-김분청,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The Life and Buddhist Poetry of Chunjeong, 
Byeon Gyeryang)’, 제3회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ife and 
Culture), 2016.11.18.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의 <가면고>와 <광장>에 타나나는 타고르의 <고라>의 수용 양상 연
구, 2016 RIIKS Academy,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16.08.10.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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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제학술대회 발표 1건
-칸앞잘아흐메드,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해방 전후사회의 의미,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일본 가나가와대학교, 2016.06.26.

3) 일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칸앞잘아흐메드,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국
제고려학』 16호, 국제고려학회, 2016.03.
-칸앞잘아흐메드, 『한국의 <서유기>와 중국과 인도 원숭이의 상관성 연구』, 『韓國學研究F文
集』 5호, 中國文化大學韓語系 暨韓國學研究中心編輯委員會 編, 2017.01.

 위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학원생에게 국제학술대회 발표 경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
원하였다.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지원하여 참여대학원생이 해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에 대한 
지원은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4. 장단◁ 해외연수 실적
1) 단기연수 2건, 총 10명
 -중국 남통대 단기연수 ‘근대전환기 중국 망명 작가의 현황과 작품 연수’ 
2016.07.09.-2016.07.14. (참여교수 1인, 참여대학원생 2인),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고려인의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학술 강연 및 현장 조
사 연수’, 2016.08.11.-2016.08.16. (참여교수 1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5인)

2) 장기연수 1건, 총 8명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장기연수 ‘Lecture & 
Seminar Training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Humanities Studies’, 2017.01.23.-2017.02.07. (참여교수 2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
원생 5인) 

 사업단 소속 학과에서 지속적으로 학술 교류를 논의해 온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에서 장
기연수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어문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연구 성과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인력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자 했다. 

5.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4차년도 우수외국인유학생 5명 유치(석사 4명, 박사 1명)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교과목 운영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을 개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유학생의 자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6. 사업단 자체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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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언어생활과 문화(Language, Life and Culture)
-날짜: 2016.11.17.~18.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11개 학술발표
-학술발표
 ① 국외의 언어생활과 문화 관련 학술발표
    -언어존재론이 언어를 보다-언어학과 知의 언어(노마 히데키, 메이지가쿠인대학)
    -중국 전국시대 이전 한자 체계에 대한 시라카와 시즈카의 인식과 오류(옌덩강, 남통대)
    -민간전승과 디지털 문화:러시아 인터넷상의 코리아밈(유리 파스투센코, 쿠반국립대)
    -자장커와 김기덕 영화 인물형상의 비교 연구(쩡뎬훼이, 길림사범대)
    -중국 인터넷 저속언어의 생성 분류 및 운영 체제(위펑, 건국대)
 ② 언어생활과 문화 관련 국내 연구자 학술발표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홍윤표, 연세대)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김주현, 경북대)
    -한국어의 융합적 특질(정수현, 연세대)
 ③ 언어생활과 문화 관련 대학원생 학술발표
    -서사 전략으로서의 은유-한승원 소설 「폐촌」을 중심으로(정도미, 전남대 BK21플러스 참
여대학원생) 
    -18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ㆍ의 표기와 그 변화 양상(김명주, 참여대학원생)
    -춘정 변계량의 삶과 불교시(김분청,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해외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이해하고, 참여인력
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하였다. 특히 참여대학원생이 여러 국가의 학자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고 연구성과를 검증받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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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일반 대중 대상 인문학 강좌 ◁획 및 대중 강연
2. 인문 교양도서 출간
3.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확대
 1) 극단 운영
 2) 방송 활동
 3) 지역어 및 신어의 발굴 및 홍보

실적

1. 일반 대중 대상 인문학 강좌 ◁획 및 대중 강연 실적  
1) 강좌 기획 실적
-정우락, 영남유학연구회, 영남의 종가문화 기획
: 영남의 주요종가 소개, 불천위의 학문세계 강의 및 답사 등
-정우락, 운경재단과 함께 하는 치유인문학 강좌 기획
: "가정을 살리자"라는 주제로 실행

2) 대중 강연 실적
-김덕호,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활용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인문학 강좌, 2016.06.09.
-김덕호, 방언 문화의 창의적 활용, 대구능인고등학교 인문학 강좌, 2016.07.13.
-김주현, 혁명가 신채호와의 대화, 대구 안심도서관, 2016.10.26.
-백두현,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이야기, 합천군 제2청사, 2016.05.13. 
-백두현, 안동을 배경으로 한 음식조리서와 음식 문화, 경북도립 안동도서관, 2016.06.21.
-백두현, 『음식디미방』 맛질방문의 ‘맛질’ 위치 확정, 예천문화원, 2016.07.05.
-백두현, 훈민정음에서 배우는 교훈, 영천 임고서원, 2016.07.28.
-백두현,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인가, 국립대구과학관, 2016.10.08.   
-정우락, 경북의 종가문화, 경산문화원, 2016.04.20.
-정우락, 삼국유사-원시와 문명사이, 군위여성회관, 2016.05.03.
-정우락, 영남지성사, 그 회통의 의미, 월봉서원, 2016.05.13.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아이쿱상주협동조합, 2016.05.16.
-정우락, 영남학과 지역학, 경북대학교 인문대 211호, 2016.06.11.
-정우락, 도산서원의 문화론적 접근, 영덕문화원, 2016.06.17.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2016.07.07.
-정우락, 종가의 탄생과 경북의 종가문화, 칠곡문화원, 2016.08.05.
-정우락, 한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성주문화원, 2016.08.16.
-정우락, 한강선생 휘호대회, 성주체육관, 2016.10.08
-정우락, 물 즐기다: 샘의 노래 개울의 노래, 세계물포럼, 2016.10.19. 
-정우락, 산수와 벗하다, 국학진흥원, 2016.10.25.
-정우락, 남명학의 생성공간, 솔대학, 2016.10.25.
-정우락, 한문학의 문화어문학적 재발견, 경상대 한문학과, 2016.11.24.
-정우락, 백두대간 속리산권 구곡동천에 대하여, 상주문화원, 2017.02.10.

2. 인문 교양 도서 출간
1) 백두현, 김덕호, 남길임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0910.

학문의 사회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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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관련 내용 ◁사 제목 언론사 게재일

김
덕
호

인문학 강연 “조선대, 인문학 콜로키엄 4차례 개최” 머니투데이 2016.04.19.

김
재
석

마당극  “관객이 결말 정하는 참여연극 보러 오세요” 대구신문 2016.07.06.

극단 활동
“‘이상한, 엄마’ ‘어머니 사랑’  무대 오르는 가족 연
극 2편”

매일신문 2016.10.24.

“작은 무대 가득 채운 상상력” 대구신문 2016.10.25.

  이 책은 ‘대구일보’에 게재되었던 우리말글에 대한 글들을 일반 대중이 보기 쉽도록 정리하
여 간행한 것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일반 대중이 궁금해 하거나 실제 생
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올리기 방법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어가 한국 사회 및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충하고, 한국어에 담
긴 한국인의 생각과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바르고 효과적인 한국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어학적 지식이 일반 대중의 실
제 언어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용적 가치를 가진다. 이는 연구 성과의 대중화, 어문학 자
산 및 연구 성과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단의 아젠다와도 
잘 부합한다. 

2) 남길임·이수진,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0810. 
  신어는 국립국어원 신어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예시로 들면서 신어와 관련된 
언어학적 쟁점 및 국내외 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신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학부생 및 대
학원생, 국어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어 생성의 방법과 원리, 신어
에 대한 언중의 인식, 신어 조사의 역사, 최근 생성된 신어의 특성 등을 살피며 신어를 둘러
싼 현실의 상황과 신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실제로 신어가 어떻게 생성
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는 “일상생활이 
소통하는 ‘활학(活學)’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단의 아젠다에도 잘 부합하
는 것이다.  

3) 이상규, 『13월의 시』, 작가와비평, 20160515.  
  국어학자인 이상규 교수는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을 저술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4차년도에는 시집 ‘13월의 시’를 간행하여 현대인의 기계화된 삶 속에서 원시성을 찾으
려는 의지를 노래하였다. 이 시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16년 세종도서 문
학나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일반 대중이 어문학 자산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확대
1) 극단 활동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참여교수 김재석은 직접 창작극을 공연하여 대구 지역 연극계의 변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4차년도에는 극단 함께사는 세상의 ‘이상한 엄마’의 극작과 연출을 맡아 대중과 소통하
였다. 

2) 방송활동 및 언론 매체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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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함께사는세상의 박연희 1인극 ‘이상한 엄마’” 뉴스민 2016.11.07.
디지털시대의
마당극 강연

“울산민예총 문예 아카데미 개설” 울산제일일보 2016.10.24.

김
주
현

신채호

“"단재 신채호 자료 절반 북한에" 목록 공개 ” 뉴시스 2016.11.08. 
"남북 공동으로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해야" 동양일보 2016.11.13. 
"北, 미공개 단재 친필 원고 방대…남북 공동전집 편
찬하자" 

연합뉴스 2016.11.12. 

"신채호는 패권·강권 파괴와 건설 중시한 아나키스트" 뉴시스 2016.11.13. 
이상 “‘촛불 행진’ 동참했다가 이야기 속에 빠진 사연” 한국일보 2016.12.17.

남
길
임

신어

“신어’ 발표 올해부터 중단… 왜?” 국민일보 2016.10.10.
“신조어 73%는 10년 지나면 안 쓰여” KBS 2017.01.14.
“떨녀? 당게낭인?.."신조어 73%는 10년 지나면 안 쓰
여”

연합뉴스 2017.01.14.

“신조어 10개 중 7개는 '10년 안에 소멸'” 한라일보 2017.01.14.
“신조어 10년은 고사하고, ‘세젤예’라도 알면…” 업다운뉴스 2017.01.14.

한국어와 
한글

“한국선학회 ‘불교와 한글, 한국어’ 국제학술대회” 불교저널 2016.07.19.

신어 출간 “[신간] 방랑하는 여인 외” 매일일보 2016.08.04.

백
두
현

공공언어 
“아마존? 별다줄! 과도한 공공기관 줄임말 "무슨 말인
지 몰라요”

아시아경제 2016.09.27.

지역어 “이북말 쓰면 낮잡아봐 면접 땐 서울말 쓰야지비” 아시아경제 2016.03.31.
한국어와 
사회문화 “아재개그의 부활” 대구일보 2016.05.17.

기관 협력 및 
교류

“전남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상
호교류 특강” 국제뉴스 2016.06.08.

“전남대-경북대 BK21 상호 교류 특강” 한국대학신문 2016.06.09.
삼국유사 “著者 일연 의도 모른채 대폭 수정 어려워” 조선일보 2016.09.12.

한글

“국립대구과학관, 한글날 기념 특강 개최” 국제뉴스 2016.10.06.
“위대한 우리 글자의 가치,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일
까?’” 국제i저널 2016.10.06.

“훈민정음 반포 570돌…대구 곳곳서 기념행사” 아시아뉴스통신 2016.10.06.
어휘와 문화 “세계김치연구소, ‘제4회 김치학 심포지엄’ 개최” 식품저널 2016.10.14.

한글문화 
관련

“한류의 시작, 한글과 한글문화 토론회 개최” 뉴스1 2016.12.15.
“제대로 쓰는 말글, 우리의 품격이다” 대구일보 2016.10.13.

음식조리서

“[경북, 정체성을 말한다]17. 고조리서로 본 경북의 한
식” 경북일보 2017.01.19.

“食客열전 제2회 - 고조리서 이야기” 영남일보 2016.03.04.
“고담한 면에 홀리다, 슴슴한 육수에 빠지다” 한겨레 2016.07.14.
“궁중·반가음식 복원? 수박 겉핥기식 허상일 뿐” 한국일보 2016.09.26.
“개고기는 문화다” 시사뉴스투데이 2016.11.10.

이
상
규

훈민정음

“훈민정음 안동 해례본 복각” 안동문화방송 2016.05.24.
“안동판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각사업 완료···특별전
시·학술대회”

뉴시스 2017.01.19.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원' 일반에 첫 공개” KBS 뉴스 2017.01.24.

국립민속박물
관 관련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 한글을 간직하다' 주제 특
별 전시”

매일신문 2017.01.2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절반 '보이는 수장고' 지어 
파주로”

한국경제 2016.12.20.

저서 “이상규 시인 다섯 번째 시집 ‘13월의 시’” 매일신문 2016.05.15.
지역어 “제주어 등 지역어 위한 국립방언연구원 있어야” 제주의 소리 2016.08.30.

“국어학 경계 넘어 역사,문화,인류학 종합접근 필요” 제주일보 2016.08.30.
애산 이인 “독립지사 애산 이인 선생 추모학술대회 열려” 뉴시스 2016.09.22.

“애산 이인 탄신 120주년 학술강연회” 안동문화방송 2016.10.20.
정
우

인문학 “[학(學)으로 본 ‘70’] 인문학 속의 ‘70’” 매일신문 2016.07.06.

인문학 강좌 “경북대,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릴레이 인문학 강좌 아시아투데이 2016.10.25.



- 35 -

락

열어...”
경북선비
아카데미

“성주문화원, 경북선비아카데미 개강” 대구신문 2016.07.06.

구암 이정 “사천문화원, 2일 구암 학술세미나 개최” 서경방송 2016.12.02.
“‘구암사상’ 세상 밖으로 나오다” 내외일보 2016.12.06.

무흘구곡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아름다운 시에 담긴 무흘구곡의 문화론적 재조명” 브레이크뉴스 2016.11.01.
“한국문학언어학회, 기획학술대회 개최” 뉴시스 2016.11.01.

 설날특집다큐, “나는 무흘로 간다” 기획 및 출연 tbc대구방송 2017.01.28.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우수한 연구역량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이 어문
학 연구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3) 신어의 발굴 및 홍보  
 국 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어 관련 연구 성과 및 언론보도는 
신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신어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신어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사용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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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지표명 내용 가중치

자율 지표

교육

▪지역 밀착 교육 및 연구

1. 지역 어문학 교육의 실질적 성과
를 위한 교과목 운영의 체계화와 
연구의 심화를 통한 학술 실적의 
증대

2.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 어문학 자
료의 수집 및 자료의 질서화

3. 지역 문화어문학 및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통해 
참여 인력의 연구력 심화와 확대

4.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총서 
기획 및 발간

5. 지역 문화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확
대 및 상시적 협의체 구성

6. 산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발
전

40

▪참여대학원생 연구과제 참여 실적

1. 참여대학원생 연구과제 참여 양적 
우수성

2. 참여대학원생 연구 과제 관련 성과
의 질적 우수성

3. 인접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과제 참
여를 통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적용 
및 심화

4.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 인력의 학제간 연구 역량 향상

5. 연구 과제 수행 및 관련 연구 성과 
산출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30

사회적 
기여 ▪연구의 대중화

1. 협력체계 기관의 확장을 통한 강연
의 특성 다변화

2. 대중 교양저서 간행을 통한 연구 성
과의 대중적 교류

3.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4.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 성과
의 국제적 대중화

30

합 계 100

Ⅲ. 자율지표 세부실적

자율지표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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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지역 어문학 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교과목 운영의 체계화와 연구의 심화를 통한 학
술 실적의 증대
-지역 어문학 관련 교과목 운영 및 커리큘럼의 내실화 및 체계화
-사업단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을 활용한 강의 운영 내실화
-지역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심화와 학술 실적의 증대
-참여 인력의 연구와 본 사업단의 아젠다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프로그
램 운영 및 관리

2.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 어문학 자료의 수집 및 자료의 질서화
-연 2회 이상 현장 조사 및 현장 실습 진행
-현장 조사 및 실습 이후 보고서 작성을 통한 지역 어문학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축된 지역 어문학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 인력의 사업단 아젠다 관련 연구 논문 산출

3. 지역 문화어문학 및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통해 참여 인력의 연구력 
심화와 확대
-영남의 권역 및 사업단의 연구 추진 단계(자료의 수집 및 질서화→이론 개발 및 연구→실용
화 및 국제화)를 고려한 학술대회 기획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 발표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제고
-연 1회 지역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문화어문학 연구 학술대회 개최

4.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서적 ◁획 및 발간
-연 1회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서적 기획 및 발간

5. 지역 문화 관련 ◁관과의 교류 확대 및 상시적 협의체 구성
-지역 문화 관련 기관과의 자료 및 인적 교류 확대
-지역 문화 관련 기관과의 해당 지역 어문학 관련 학술대회 기획

6. 산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산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민을 위한 강좌 공동 기획 및 운영
-산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 문화 정책 컨설팅 실시

실적

1. 지역 어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
-2016년 2학기 <영남지역어문학연구> 교과목 개설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전공별 집담회(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개최를 
통하여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 과제 발굴(2016년 1월~12월까지 총 36회 개최)

2. 지역 어문학 현장 실습 및 현장 조사 진행
-영남지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현장 탐방
-2016년 2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진행
 ① 학부-대학원 강원 지역 어문학 현장 실습(2016.8.24.~26.)
   : -문화 자원으로서의 한국 문학 현장 탐방 
     -강원지역 고문서 자료 조사 

지역 밀착 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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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사상 현장 탐방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
     -문화콘텐츠 현장 탐방
     -학부-대학원 연계 강화
 ② 영남 북부권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2016.12.9.)
   : -어문학 자산의 문화콘텐츠 현장 탐방
     -권정생 문학의 문화콘텐츠 제작 과정 현장 실습 및 실무자와의 토론회 진행
        
3.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2016년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2건,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과 실천Ⅲ”, “언어생활과 문화”
-2016년 사업단 참여인력 중심의 학술대회 1건, “지역 어문학과 매체”(한국문학언어학회)
 
4. 지역 문화어문학 관련 학술저서 발간
-인문학자들의 헐렁한 수다-인문학, 대구를 이야기하다(한국문화사, 2017)

5. 지역 어문학 관련 사업단 참여인력 연구 논문 산출
1) 참여대학원생
-1894년 경상도 구미·선산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 채길순 『웃방데기』와 김용락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를 중심으로(우수영, 2016)
2) 신진연구인력
-노년층과 청년층의 방언 차이에 대한 연구-경북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홍미주, 
2016)
3) 참여교수
-한국어 지역 방언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김덕호, 2016)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백두현, 2016)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정우락, 2016)
-종가 문화의 세계유산적 전망(정우락, 2016)

6. 지역 문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역 ◁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지역 문화 기관(2개 기관)
: 상주문화원, 대구시 서구문화원
-상호 교류 및 협력 동의 기관(11개 기관)
: 대구시 중구문화원, 수성문화원, 북구문화원, 달서구문화원, 경북 영덕문화원, 청송문화원, 
경남 진주문화원, 사천문화원, 임고서원, 남명학연구원, 동리목월 문학관
-협약 내용: 상호간 정보 및 자료 교류, 협력 기관간의 인적 교류, 교육 지원 및 학술 연구를 
위한 협력,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협력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 사
업 추진 등

7. 지역 산관학 연계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연구 진행
1) 지역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
-대구시 안전 정보 관련 비정형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행
-패션 섬유 산업 관련 빅데이터 분석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사업
-운경재단과 함께하는 치유인문학 강좌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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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
-경북 주요 종가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성주군 가야산 선비산수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

3) 국가 기관과의 연계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사업
-지역 언어 문화 상품 개발
-종가문화 기초 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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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참여대학원생 연구과제 참여 양적 우수성
-연구 과제 참여 건수 현재 수준 유지
-학제 간 연구과제 참여의 양적 증가

2. 참여대학원생 연구 과제 관련 성과의 질적 우수성
-한국어문학 연구를 심화하고 이론적 탐구에 기여하는 성과 산출
-과제참여를 통한 새로운 자료 발굴, 이를 통한 연구 영역의 확장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참여 대학원생의 학제간 연구 역량 향상  
-문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 성과 산출

실적

연
번 성명 연구

책임자 전문기관 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1 김예니 임지룡 경북대학
교

한국 수어의 도상적 양상과  
의미특성 2016.09.01 2016.12.14

2 김예니 임지룡 한국연구
재단

해석 작용의 언어 층위별 양상과  
의미특성 2016.09.01 2017.04.30

3 김예니 남길임 국립국어
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2016.04.25 2016.12.21

4 김예니 임지룡 경북대학
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해석 2016.09.01 2017.02.28

5 정성희 우인수
(재)한국
학중앙연

구원
조선시대영남지역종가생활문화자

료집성및DB화 2016.03.01 2017.08.31

6　 강현아 박윤배 한국연구
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2015.09.01 2017.08.31

7 강현아 남길임 국립국어
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2016.04.25 2016.12.21

8 김세연 박윤배 한 국 연 구
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
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2016.03.01 2017.08.31

9 김세연 남길임 국 립 국 어
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2016.04.25 2016.12.21

10 김명주 백두현 ( 재 ) 율 촌
재단

전통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 맛 표현의 연구 2015.11.01 2016.10.31

11 량짜오 정우락 경 북 대 학
교

종가의 탄생과 경북 종가문화의 
특징(1) (2) 2015.12.15 2016.12.14

　
12 량짜오 우인수 한국학중

앙연구원
조선시대 영남지역 종가생활문화 
자료 집성 및 DB화 2016.09.01 2017.08.31

　
13 황명환 정우락 경상북도 종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학술연구  타당성조사용역 2015.10.28 2016.08.22

14 황명환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7차년도) 2016.07.05 2017.07.04

　
15 이재섭

이봉준
( 씨 엠
월드)

국 립 국 어
원

2016년 지역어 정보 활용체계 
구축 2016.10.21 2016.12.20

　
16 서은영 남길임 한 국 연 구

재단
기능 범주로서의 부정 표현에 
대한  말뭉치 주도 연구 2015.09.01 2016.04.30

1. 참여대학원생 연구과제 참여 양적 우수성

2. 참여대학원생 연구과제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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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은영 박윤배 한 국 연 구

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2015.09.01 2016.08.31

18 전설련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6차년도) 2015.03.26 2016.03.25

19 전설련 정우락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7차년도) 2016.07.05 2017.07.04

20 한송이 이상규 국립한글
박물관

소장 한글 필사자료 정리 및  
해제 연구 용역 2016.05.20 2016.11.30

21 한송이 이상규 경북대학
교 여암 신경준의 저정서 연구 2016.03.01 2017.02.28

22 이지은 박윤배 한국연구
재단

과학용어 DB 구축을 통한 
교육용 과학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2015.09.01 2016.08.31

23 이지은 남길임 국립국어
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2016.04.25 2016.12.21

  본 사업의 4차년도에 참여대학원생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연구과제는 총 23건이다. 신
어, 과학용어 등의 사전 어휘 구축 및 말뭉치 구축 관련 사업과 종가와 지역어 관련 사업 등 
한국어문학 및 문화어문학과 유관한 연구 과제 및 역사 분야와 같은 인접 학문과의 학제간 
연구에 다수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어문학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였다. 

2. 참여대학원생 연구 과제 관련 성과의 질적 우수성
1) 저서
-남길임·이수진(참여대학원생),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0810. 
 신어는 국립국어원 신어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예시로 들면서 신어와 관련된 언
어학적 쟁점 및 국내외 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신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학부생 및 대
학원생, 국어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어 생성의 방법과 원리, 신어
에 대한 언중의 인식, 신어 조사의 역사, 최근 생성된 신어의 특성 등을 살피며 신어를 둘러
싼 현실의 상황과 신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실제로 신어가 어떻게 생성
되고 사용되는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는 “일상생활이 소
통하는 ‘활학(活學)’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단의 아젠다에도 잘 부합하는 
것이다.

2) 학술논문
-백두현, 황명환(참여대학원생),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 『영남학』 
30, 20160831.
-현영희, 「신어의 정착 양상 연구: 2005년, 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78, 
20161031.
-이수진, 「신어조사의 실제」, 『말과글』 149, 20161210.

  참여대학원생과 사업단장이 함께 연구한 ｢종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법 연구｣는 
연구 과제 ‘종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학술연구 타당성조사용역’ 수행 후 산출된 것으로, 영
남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종가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어문학 자산을 연구한 논
문이다.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된 문화적 요소를 융합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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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탐구하고자 한 논의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어문학적 접근’이라는 본 사업단
의 아젠다에 잘 부합하는 연구성과이다. 
  현영희와 이수진의 연구 성과는 모두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 수행 후 산출된 것으
로, 신어조사 사업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어조사의 방법론과 신어의 양상 등을 논의
한 연구이다. 현영희의 논문은 신어의 유형별 특성과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본 
것으로서, 유형의 구분이 신어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현실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한다. 이수진의 논문은 1994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주관
해 온 신어 조사 사업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던 신어 조사 방법, 그리고 현재까지의 신어 조사 
방식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신어 조사가 왜 필요한 것이며, 실제로 신어가 어떻게 수집되고 조사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들의 연구는 “일상생활이 소통하는 ‘활학
(活學)’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라는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한다. 

3) 국제 학술대회 발표
 - Kilim Nam, Sujin Lee(참여대학원생), Hae-Yun Jung(참여대학원생), and Jun Choi,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XVII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조지아, 2016.09.05
-2016.09.11.

  이 발표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 수행 후 산출된 것으로, 새로 생겨나는 신어가 얼
마나 사라지고 유지되는지를 웹 크롤링 말뭉치를 분석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신
어의 사전 등재 기준 마련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논의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의 주도로 발간된 2005년, 2006년도 신어 조사 자료집에 수록된 전체 신어 각각 408개, 530
개, 총 938개를 중심으로 이들 신어가 지난 10년간 한국어 대중 매체에서 어떤 사용 추이를 
보였는지를 분석한 후, 이들 중 27%만이 지속적인 사용을 보이고 있음을 계량적 기준을 통
해 제시하였다. 본 발표에서 제시한 신어 판별 기준은, 지금까지 축적되었거나 향후 축적될 
한국어 어휘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3회)
1) 전문가 초청 특강 1
-강연자 : 곽충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강연 주제 : 북한 지역 방언의 자료와 연구
-강연 날짜 : 2016.04.18.

2) 전문가 초청 특강 2
-강연자 : 이재연(UNIST 기초과정부 교수)
-강연 주제 : 텍스트 안과 밖-문화론적 문학 연구의 국내외 동향
-강연 날짜 : 2016.05.03.

3) 전문가 초청 특강 3
- 장우권(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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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주제 :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한글정보자원
- 강연 날짜 : 2016.07.27.

4)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이노우에 후미오(일본 국립국어연구소)
-강연 주제 : 말로 알 수 있는 한일 문화 교류
-강연 날짜 : 2016.06.23.

 이상과 같이, 참여대학원생들은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신어, 종가 관련 저
서 및 논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당대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는 신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다수 산출하였
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신어 관련 발표를 하여 한국의 신어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
였다.
 또한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으며, 학제간 연구 과제를 수행
하는데 있어 그 역량을 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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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협력체계 ◁관의 확장을 통한 강연의 특성 다변화
  -협력기관의 양적‧질적 확충 및 다양화
 
2. 대중 교양저서 간행을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적 교류
  -연차별 1편 간행

3.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칼럼, 기고문, 인터뷰 기사 등 게재 및 SNS 게시 활성화

4.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
  -한국어문학의 외국어 번역 및 국제적 대중화 활동 지속적 증가 

실적

1. 협력체계 ◁관의 확장을 통한 강연의 특성 다변화
 1) 협력기관의 양적‧질적 확충 및 다양화
-김주현,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임원으로 동리목월에 대한 각종 사업 자문 등 협력 
-백두현, 한글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한글 문헌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백두현, 경북도청과 삼국유사, 지명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백두현, 세계김치연구소와의 김치 어휘 관련 연구 성과 확산에 대한 협력
-백두현, 율촌재단과의 전통음식조리서 관련 협력체계 구축
-정우락,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우락, 선비문화연구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2) 대중 강연 실적   
-김덕호, 문화콘텐츠로서 방언의 활용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인문학 강좌, 2016.06.09.
-김덕호, 방언 문화의 창의적 활용, 대구능인고등학교 인문학 강좌, 2016.07.13.
-김주현, 혁명가 신채호와의 대화, 대구 안심도서관, 2016.10.26.
-백두현,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이야기, 합천군 제2청사, 2016.05.13. 
-백두현, 안동을 배경으로 한 음식조리서와 음식 문화, 경북도립 안동도서관, 2016.06.21.
-백두현, 『음식디미방』 맛질방문의 ‘맛질’ 위치 확정, 예천문화원, 2016.07.05.
-백두현, 훈민정음에서 배우는 교훈, 영천 임고서원, 2016.07.28.
-백두현,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인가, 국립대구과학관, 2016.10.08.   
-정우락, 경북의 종가문화, 경산문화원, 2016.04.20.
-정우락, 삼국유사-원시와 문명사이, 군위여성회관, 2016.05.03.
-정우락, 영남지성사, 그 회통의 의미, 월봉서원, 2016.05.13.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아이쿱상주협동조합, 2016.05.16.
-정우락, 영남학과 지역학, 경북대학교 인문대 211호, 2016.06.11.
-정우락, 도산서원의 문화론적 접근, 영덕문화원, 2016.06.17.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2016.07.07.
-정우락, 종가의 탄생과 경북의 종가문화, 칠곡문화원, 2016.08.05.
-정우락, 한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성주문화원, 2016.08.16.

연구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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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관련 내용 ◁사 제목 언론사 게재일

김
덕
호

인문학 강연 “조선대, 인문학 콜로키엄 4차례 개최” 머니투데이 2016.04.19.

김
재
석

마당극  “관객이 결말 정하는 참여연극 보러 오세요” 대구신문 2016.07.06.

극단 활동
“‘이상한, 엄마’ ‘어머니 사랑’  무대 오르는 가족 연
극 2편”

매일신문 2016.10.24.

“작은 무대 가득 채운 상상력” 대구신문 2016.10.25.

-정우락, 한강선생 휘호대회, 성주체육관, 2016.10.08
-정우락, 물 즐기다: 샘의 노래 개울의 노래, 세계물포럼, 2016.10.19. 
-정우락, 산수와 벗하다, 국학진흥원, 2016.10.25.
-정우락, 남명학의 생성공간, 솔대학, 2016.10.25.
-정우락, 한문학의 문화어문학적 재발견, 경상대 한문학과, 2016.11.24.
-정우락, 백두대간 속리산권 구곡동천에 대하여, 상주문화원, 2017.02.10.

2. 대중 교양저서 간행을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적 교류
1) 백두현, 김덕호, 남길임 외, 『한국어는 나의 힘』, 한국문화사, 20160910.
  이 책은 ‘대구일보’에 게재되었던 우리말글에 대한 글들을 일반 대중이 보기 쉽도록 정리
하여 간행한 것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일반 대중이 궁금해 하거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올리기 방법에 대한 글도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의 여
러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어가 한국 사회 및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
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충하고, 한국어에 
담긴 한국인의 생각과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길임·이수진,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0810. 
  신어는 국립국어원 신어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예시로 들면서 신어와 관련된 
언어학적 쟁점 및 국내외 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신어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국어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어 생성의 방법과 원리, 신
어에 대한 언중의 인식, 신어 조사의 역사, 최근 생성된 신어의 특성 등을 살피며 신어를 둘
러싼 현실의 상황과 신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실제로 신어가 어떻게 생
성되고 사용되는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는 “일상생활이 
소통하는 ‘활학(活學)’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단의 아젠다에도 잘 부합하
는 것이다.  

3) 이상규, 『13월의 시』, 작가와비평, 20160515.  
  국어학을 전공하는 이상규 교수는 시, 소설, 수필 등을 저술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4차년도에는 시집 ‘13월의 시’를 간행하여 현대인의 기계화된 삶 속에서 원시성을 찾
으려는 의지를 노래하였다. 이 시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16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1) 방송활동 및 언론 매체를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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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함께사는세상의 박연희 1인극 ‘이상한 엄마’” 뉴스민 2016.11.07.
디지털시대의
마당극 강연

“울산민예총 문예 아카데미 개설” 울산제일일보 2016.10.24.

김
주
현

신채호

“"단재 신채호 자료 절반 북한에" 목록 공개 ” 뉴시스 2016.11.08. 
"남북 공동으로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해야" 동양일보 2016.11.13. 
"北, 미공개 단재 친필 원고 방대…남북 공동전집 편
찬하자" 

연합뉴스 2016.11.12. 

"신채호는 패권·강권 파괴와 건설 중시한 아나키스트" 뉴시스 2016.11.13. 
이상 “‘촛불 행진’ 동참했다가 이야기 속에 빠진 사연” 한국일보 2016.12.17.

남
길
임

신어

“신어’ 발표 올해부터 중단… 왜?” 국민일보 2016.10.10.
“신조어 73%는 10년 지나면 안 쓰여” KBS 2017.01.14.
“떨녀? 당게낭인?.."신조어 73%는 10년 지나면 안 쓰
여”

연합뉴스 2017.01.14.

“신조어 10개 중 7개는 '10년안에 소멸'” 한라일보 2017.01.14.
“신조어 10년은 고사하고, ‘세젤예’라도 알면…” 업다운뉴스 2017.01.14.

한국어와 
한글

“한국선학회 ‘불교와 한글, 한국어’ 국제학술대회” 불교저널 2016.07.19.

저서 “[신간] 방랑하는 여인 외” 매일일보 2016.08.04.

백
두
현

공공언어 
“아마존? 별다줄! 과도한 공공기관 줄임말 "무슨 말인
지 몰라요”

아시아경제 2016.09.27.

지역어 “이북말 쓰면 낮잡아봐 면접땐 서울말 쓰야지비” 아시아경제 2016.03.31.
한국어와 

문화 “아재개그의 부활” 대구일보 2016.05.17.

기관 협력 및 
교류

“전남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상
호교류 특강” 국제뉴스 2016.06.08.

“전남대-경북대 BK21 상호 교류 특강” 한국대학신문 2016.06.09.
삼국유사 “著者 일연 의도 모른채 대폭 수정 어려워” 조선일보 2016.09.12.

한글

“국립대구과학관, 한글날 기념 특강 개최” 국제뉴스 2016.10.06.
“위대한 우리 글자의 가치, ‘한글은 왜 과학적 문자일
까?’” 국제i저널 2016.10.06.

“훈민정음 반포 570돌…대구 곳곳서 기념행사” 아시아뉴스통신 2016.10.06.
어휘와 문화 “세계김치연구소, ‘제4회 김치학 심포지엄’ 개최” 식품저널 2016.10.14.

한글문화 
관련

“한류의 시작, 한글과 한글문화 토론회 개최” 뉴스1 2016.12.15.
“제대로 쓰는 말글, 우리의 품격이다” 대구일보 2016.10.13.

음식조리서

“[경북, 정체성을 말한다]17. 고조리서로 본 경북의 한
식” 경북일보 2017.01.19.

“食客열전 제2회 - 고조리서 이야기” 영남일보 2016.03.04.
“고담한 면에 홀리다, 슴슴한 육수에 빠지다” 한겨레 2016.07.14.
“궁중·반가음식 복원? 수박 겉핥기식 허상일 뿐” 한국일보 2016.09.26.
“개고기는 문화다” 시사뉴스투데이 2016.11.10.

이
상
규

훈민정음

“훈민정음 안동 해례본 복각” 안동문화방송 2016.05.24.
“안동판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각사업 완료···특별전
시·학술대회”

뉴시스 2017.01.19.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원' 일반에 첫 공개” KBS 뉴스 2017.01.24.

박물관 전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 한글을 간직하다' 주제 특
별 전시”

매일신문 2017.01.2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절반 '보이는 수장고' 지어 
파주로”

한국경제 2016.12.20.

저서 “이상규 시인 다섯 번째 시집 ‘13월의 시’” 매일신문 2016.05.15.
지역어 “제주어 등 지역어 위한 국립방언연구원 있어야” 제주의 소리 2016.08.30.

“국어학 경계 넘어 역사,문화,인류학 종합접근 필요” 제주일보 2016.08.30.
애산 이인 “독립지사 애산 이인 선생 추모학술대회 열려” 뉴시스 2016.09.22.

“애산 이인 탄신 120주년 학술강연회” 안동문화방송 2016.10.20.
정
우 인문학 강좌

“[학(學)으로 본 ‘70’] 인문학 속의 ‘70’” 매일신문 2016.07.06.

“경북대,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릴레이 인문학 강좌 아시아투데이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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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열어...”
경북선비
아카데미

“성주문화원, 경북선비아카데미 개강” 대구신문 2016.07.06.

구암 이정 “사천문화원, 2일 구암 학술세미나 개최” 서경방송 2016.12.02.
“‘구암사상’ 세상 밖으로 나오다” 내외일보 2016.12.06.

무흘구곡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아름다운 시에 담긴 무흘구곡의 문화론적 재조명” 브레이크뉴스 2016.11.01.
“한국문학언어학회, 기획학술대회 개최” 뉴시스 2016.11.01.

 설날특집다큐, “나는 무흘로 간다” 기획 및 출연 tbc대구방송 2017.01.28.

2) SNS를 통한 연구 성과의 대중화 실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nuyn(BK21+ 영남지역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사
업단)
  사업단 주최의 강연 및 학술 행사와 관련한 소식을 게시하여 사업단 페이지를 방문한 사
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들을 페이지 관리자로 지정하고 페이
지 관리자 앱을 활용하여, 진행 중인 사업단의 강연 및 학술 행사를 실시간으로 업로드 함으
로써 사업단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또한 페이지 상단에 참여 유도 버튼을 
추가하여 사업단 참여 인원 및 외부인의 사업단 페이지의 방문을 유도하였다. 

4.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 
1) 국외 대중 강연
-백두현, ‘훈민정음에 담긴 보편적 가치’,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 20160812.
-백두현, ‘Hunminjeongum and Hangul(훈민정음과 한글)’,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23.
-백두현, ‘Korean Alphabet and Women(한글과 여성)’,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31.
-김주현, 感知韓國第36回-韓國近現代文學硏究的現況與展望, 北京大學 朝鮮語言文化系 外国
语学院新楼 301, 20160519.
-남길임, ‘Korean Orthography: Past and Future(한글맞춤법의 역사와 현재)’,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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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임, ‘The Korean Language Viewed through Neologisms(신어로 바라본 한국어)’, 
Ca'Foscari University, Italy, 20170130.

2) 한국어문학의 외국어번역
-참여교수 백두현, 정우락이 참여한 ‘고급한국어-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와 문화’(북경대학교
출판부, 2017년 간행 예정) 집필 완료
-참여대학원생 량짜오, ‘대구음악사’(2017년 간행 예정), 중국어 번역 완료

3) 국외 언론 활동
-정우락, 中韩交流与文学学术交流会举行 (江苏文明网 2016年7月13日)
-정우락, 我校举行中韩交流与文学学术交流会 (南通大學報 2016年7月27)
-정우락, 梅花樹影下的徘徊 (鹽阜大衆報 2016年9月6日)

  본 사업단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각종 인문학 강연 활동, 교양도서의 출판 등으로 인문
학의 대중화에 노력하였으며, 언론 매체 및 SNS를 이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
히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사업단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일반 대중의 어문학 자산의 향
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나 언론 활동, 
한국어문학의 외국어 번역 등을 통해 연구 성과의 국제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