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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12. 16.(수) 배포

2020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시상식 12월 17일(목) 개최

◈ 인문사회․한국학 35건, 이공분야 15건 등 총 50건 시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12월 17일(목) 14시에 개최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분야별 대표 수상자 등으로 제한하되,

다른 수상자들도 볼 수 있도록 시상식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정

ㅇ 교육부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ㅇ 올해도,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21,505건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접수된 156개 후보 과제에 대하여, 학문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의를 거쳤다.

- 이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 30건, 한국학분야 5건, 이공 분야 15건의

우수성과를 최종 선정하였다.

※ (1단계) 학문분야별 분과평가 → (2단계) 부문 평가 → (3단계) 종합심사위원회

□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한국학 분야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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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사업명 우수 성과

개인연구
학문후속세대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신진연구자지원, 
명저번역지원, 저술출판 등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 분석 
(한양대 이훈) 등 17건 등

공동연구
집단연구

학제간 융합연구, 일반공동연구자지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인문한국(HK, HK+), 

사회과학연구(SSK), 
대학중점연구소지원, 토대연구 등

▪원천자료 축적(한국외대 장용규) 등 13건

한국학
글로벌한국학, 한국학인프라 구축, 

한국학대중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 등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호주 모나쉬대 
한길수) 등 5건

ㅇ 장용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현지 조사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연구의 원천자료를 확보하고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저서 

‘설렘으로 경험한 아프리카’ 출간하였다.

- 또한,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는 등 학술연구의 대중적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ㅇ 이훈 교수(한양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심인적 갈등과 자기정체성 혼란을

관광경험을 통해 극복 가능함을 분석함으로써, 대상 세대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ㅇ 한길수 교수(호주 모나쉬대)가 집필한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격히 변화

하고 빠르게 성장한 ‘장례 산업’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이를 통해, 현대 유교와 무속신앙, 효(孝) 사상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자본주의에서 죽음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대중문화에 반영

되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제공하였다.

ㅇ 정긍식 교수(서울대) 등 연구자 7인이 함께 발간한 묵재일기(默齋日記) 는 

조선 중기 이문건이라는 인물이 30년 동안 기록한 일기로 시묘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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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전도감 낭청* 활동, 유배지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조선 중기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 빈전도감은 국왕과 왕후의 상을 당했을 때 빈소를 차리고 염습· 상복 준비 등

발인까지의 업무를 관장했던 임시 관청이며, 낭청은 실무를 담당했던 육품 관리

 【이공 분야 총 15건】

구분 대상 사업명 우수 성과

개인기초연구 이공학개인기초연구
▪나노 셀룰로오스 기반 외과 치료용 고기능성 

치료 소재 개발(순천향대 이병택) 등 10건

이공학학술
연구 기반구축

학문후속세대양성, 
학문균형발전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연골퇴행 환경에서 연골세포의 물질대사 
이해를 통한 퇴행성관절염 조절 기전 규명
(인제대 최완수) 등 5건

ㅇ 이병택 교수(순천향대)는 나노 셀룰로오스에 기반한 외과 치료용 

지혈제, 유착방지제, 창상치료제를 개발하여 현재 의학적 수요가 

높으나 고가 수입제품 의존도가 높은 치료소재의 국산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ㅇ 최완수 교수(인제대)는 연골퇴행 환경에서 연골세포의 대사활동을 

분석하여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만성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방법 개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우수성과 50선으로 뽑힌 연구자에 대하여 앞으로 학술 연구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2021년 2월까지 우수성과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한국연구

재단 누리집 온라인 성과전시관에 홍보하고, 전국 대학 등 연구

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 온라인 성과전시관: http://rnd.nrf.re.kr/online

□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연구자가 학문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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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며, 창출된 성과를 국민일반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시상식 개요

2.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목록

3.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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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시상식 개요

최현석  행사 개요

◦ (행사명) 2020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시상식

◦ (주최 /주관)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한중연 한국학진흥사업단

◦ (일시/장소) 2020.12.17.(목) 14:00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동 대강당

◦ (참석대상) 인문사회·이공·한국학부문 대표 우수성과 연구자 3명*, 교육부 

등 사업관계자 15명 내외

* (인문사회분야) 한국외대장용규, (이공분야) 순천향대 이병택, (한국학분야) 서울대정긍식

◦ (주요 내용)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선정의 의의 및 추진경과,

우수성과 50선* 시상 등

* 2019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 과제의 성과

최현석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 (3') 국민의례․내빈 소개 등 사회자

14:3～14:06 (3') 개회사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14:06～14:15 (9') 축사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한중연 한국학진흥사업단장

14:15～14:20 (5')
교육부학술․연구지원사업개요,
우수성과 선정 의의 등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14:20～14:25 (5') 우수성과선정추진경과보고 종합심사위원장

14:25～14:31 (6') 우수성과 시상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14:31～14:40 (9') 수상소감 발표 학문분야별 대표

14:40～14:45 (5')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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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육부 학술 ‧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목록

※ 분야별 우수성과 대표자 성명 가나다순

□ 인문사회분야 30건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동해도 도보여행기: 근세일본의 요절복통여행기』 제1권, 제2권

강지현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성과유형 [역서]『동해도 도보여행기: 근세일본의 요절복통여행기』제1권, 제2권

성과내용

이 연구는 18세기 일본 각지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체감하게 해주는

귀중한 향토문학 작품인『東海道中膝栗毛』(1802-1822 간행)을 번역한

연구로 가치가 크다. 해당 명서는 일본문학사에 유머소설 장르를 확립

였으며 본 명서 번역의 의미는 ‘사상성’이 없는 작품은 연구가치가 없다라는

학계의 근대적 가치판단을 벗어던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통 향토

문학이나 풍속소설로서 향후 민속학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명저번역지원

과제명 『東海道中膝栗毛』

총 연구기간 2016 ~ 2018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스마트쉘터 공간구축을 위한 철학, 건축, 예술, 문화, 공학에 대한 융합연구

고경호(홍익대학교 조소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도시난민을 위한 쉘터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국제전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과내용

구독형 스마트쉘터는 주택을 구입해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 또는 선호에

따라 구독하여 거주하는 첨단 주거 서비스 모델로,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주거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기능 중심적 도시 계획과

급격한 근대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도시 연구에서 시작해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적 가치가 융합한 대안적 공간을 제시한 것

으로, 향후 거주 방식 변화에 대응하는 모델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학제간융합연구지원

과제명
스마트쉘터 공간구축을 위한 철학, 건축, 예술, 문화, 공학에 대한

융합연구

총 연구기간 2018 ~ 2021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마음공부 기반 유아 인성교육 ‘오픈마인드-코리아’ 종단 연구

고시용(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the Mindfulness-Based OpenMind-Korea

(OMK) Preschool Program 등 2편

성과내용

이 연구는 인문학적 토대에서 개발된 마음치유 및 마음도야 프로그램들을

사회에 적용·확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아 마음 공부 프로그램

‘오픈마인드-코리아’(OpenMind-Korea; OMK)를 개발했다. 나아가 3년

(2017-2019) 동안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교육적·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해 OMK가 유아들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임을 검증했다. 이 연구는 유아의 마음건강 및

인성함양, 행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인문한국(HK)지원

과제명 마음인문학-인류정신문명의 새로운 희망

총 연구기간 201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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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과학과 언어: 과학 교재의 수사학적 분석

구자현(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성과유형 [저서] 과학과 언어: 과학 교재의 수사학적 분석

성과내용

이 책은 대학의 과학 교재들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해 해당 분야에서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 밝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학 수사학의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사학 방법론을

과학 텍스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했으며, 과학 교재의 수사

학적 분석을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한 걸음 더 심화시켰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언어와 과학: 과학 교재의 수사학적 분석

총 연구기간 2017 ~ 2019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호주 이민정책의 실태분석 및 정책적 함의

권경득(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호주 이민정책(프로그램)의 실태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민자, 난민

및 불법체류자 관리를 중심으로 등 3편

성과내용

이 연구는 국가별 다문화정책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별·정부수준별·정책분야별 정책수단을 비교 분석해 이민정책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토대 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다학제적·

융합학문적 접근 및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외국의 다문화정책과 프로

그램을 단순히 사례 차원에서 소개하는 타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토대연구지원

과제명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 연구

총 연구기간 2017 ~ 2022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지원모형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읽기부진 및 난독증 위험 학생 대상 난독증 전문치료프로그램

사례 및 경험 분석 등 11편

[저서] 학습전략-증거기반실제 프로그램

성과내용

이 연구의 배경은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학교 교육시스템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만큼 교육사각지대

학습자들의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수준 교육-상담 지원 모델을 개발해 교육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교육사각지대 학습자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정신건강 및 전반

적인 웰빙을 위한 상담적 개입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사회과학연구(SSK)지원

과제명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 Hidden Handicap)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 모형 디자인 연구

총 연구기간 2017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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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포토그래메트리 방식과 3D 프린팅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방식 기반 특수분장

작업의 가능성과 유용성 / 김숭현(정화예술대학교 커리어매니지먼트센터 소장)

성과유형

[논문] 포토그래메트리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특수분장 디지털 작업에

대한 가능성과 유용성 등 2편

[특허]  포토그래메트리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특수분장용 디지털 작업
시스템 및 이것을 이용한 디지털 작업 방법 등 2건

성과내용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특수분장 분야에 적용시켜, 이를 기반으로 특수

분장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가치가 크다. 나아가 미용 분야에 접목 가능한 역설계 기술을 파악한 후

산업현장에 사용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발전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일반연구지원

과제명
특수 분장사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3D scanning, 3D modeling, 3D

printing process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총 연구기간 2018 ~ 2021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Make the village better: An evaluation of the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Project in Tanzania and Bangladesh / 김영완(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교수)

성과유형
[논문] Make the village better: An evaluation of the Saemaul Zero

Hunger Communities Project in Tanzania and Bangladesh

성과내용

이 연구는 한국 개발의 주요 모델인 새마을사업을 방글라데시와 탄자니아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개발협력모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델의 성과를 양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개발협력사업 평가 연구는 대부분 질적인 방법론만 사용해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한계에 있었는데, 양적인 방법론을

도입해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사회과학연구(SSK)지원

과제명
평화-지속가능발전 넥서스에 기반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이론적·경험적

분석 및 한국적 적용

총 연구기간 2018 ~ 2022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중동국가헌법번역 HK총서

김종도(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성과유형
[역서]

중동국가헌법번역 3권

성과내용

이 연구는 중동 국가들의 정체성 파악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중동 국가 헌법은

세계적으로 영어나 불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적이 없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 연구는 중동국가헌법 번역 후에 필요한 부분에 각주를 달고, 부록으로

국가개항을 첨가해 해당 국가의 헌법에 나타난 이슬람적 요소를 밝혀냈다. 헌법을

통해중동 국가들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법무부 등 정부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

과제명 현대중동의 사회변동과 호모이슬라미쿠스-샤리아 연구와 중동학 토대 구축-

총 연구기간 201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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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Exploring South Korean Public Perceptions on Energy Resources:

Social Media Big Data Approaches / 박은일(성균관대학교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조교수)

성과유형
[논문] Positive or negative? Public perceptions of nuclear energy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Big Data 등 2편

성과내용

이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대상으로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약 410만개의 데이터 케이스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감성 분석, 요소 추출, 단어 네트워크 모델

제시 및 검증 등을 통해 사용자의 태도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

했다. 아울러 특정 에너지원과 관련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내 대중의

태도를 분석해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법과

해석을 제시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일반연구지원

과제명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사용자 태도 연구: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접근

총 연구기간 2018 ~ 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VR기반 영어발음 및 의사소통 함양을 위한 시제품제작

박종태(단국대학교 치의예과 부교수)

성과유형

[시제품제작] VR를 이용한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E-edu 시스템 제작

[특허] 사용자의 발음정보에서 내부 모션 추정을 통한 발음 평가 방법

[논문] Linguistic and Cultural Minority Immigrants’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등 4편

성과내용

이 연구는 VR 시스템으로 물리적 제약 없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여

지각·감성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해 영어 의사소통 역량 육성 비용 절감의

성과를 창출했다. 본 연구로 통해 학습자들은 가상현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강력한 비주얼 기능으로 실제와 유사한 영어 사용 환경을 접하고 학습한 내용을

부담 없이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일반연구지원

과제명 VR를 이용한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E-edu 시스템 개발

총 연구기간 2019 ~ 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한국 지역문학 연구

박태일(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성과유형 [저서]『한국 지역문학 연구』

성과내용

이 책은 충청 대전, 전라 광주,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재외(일본 동경,

중국 연변) 등 6개 권역의 개별 지역문학 연구 결과물을 묶어 펴냈다.

일국주의 근현대문학사 기술에 대한 대안, 혁신 연구를 지향하는 지역문학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가 단위 안팎의 중지역을 범위로 삼아

이루어진 첫 총괄 성과물로,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향후 개별 지역 연구뿐 아니라 새 담론 창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한국 지역문학 연구

총 연구기간 2015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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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미적분계산법우위논쟁

배선복(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강사)

성과유형 [논문]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미적분계산법우위논쟁 (대동철학, 2019.6)

성과내용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미적분계산법 발견, 그 우위에 대한 물음은 과학

지식의 표준화와 관련해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계산법

의 과학과 철학의 지식자산의 지적귀속을 밝히는 연구가 국익증진과 직

결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원저자의 ‘발견’ 시점 이후 ‘수사학적 접근’

으로 진리를 밝혀내려면 집단지성과 수사학이 논증만큼 중요하다는 점

을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지원

과제명 미적분계산법우위논쟁의 수사학적 이해

총 연구기간 2017 ~ 2018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번역과 검열로 다시 보는 한국 근대문학사,『근대문학의 역학들』/

손성준(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성과유형
[저서] 근대문학의 역학들 – 번역

주체 동아시아 식민지 제도

성과내용

이 책은 ‘과연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번역과 창작이 구분될 수 있는가?’라

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최남선,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나도향, 현진건, 심

훈, 주요한, 방정환 등 한국 근대문학사 초기를 주도한 문인들 대부분은

창작뿐 아니라 서구 근대문학 번역을 겸했던 ‘복합 주체’였다. 이러한 배경

에서 보편적이었던 번역과 창작의 연관성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번역’

과 ‘창작’의 상호 역학이 한국 근대문학사의 본질임을 밝혀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동아시아 근대번역소설사의 시각 – 문인 중역 검열과 이데올로기

총 연구기간 2015 ~ 2018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뮈토세미오시스: 매체, 신화, 스토리텔링

송효섭(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성과유형 [저서] 뮈토세미오시스: 매체, 신화, 스토리텔링 (한국문화사, 2019)

성과내용

이 책은 지금까지 신화의 개념을 이야기 중심으로 연구해온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화를 인간의 사유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기호

작용으로 파악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기호작용을 ‘뮈토세미오시스’라는

독창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실현모델을 제시해 이 모델의 이론적

형성 과정과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여러 문화 텍스트들을 새롭게 분석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뮈토세미오시스: 매체, 신화, 스토리텔링

총 연구기간 20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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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동아시아 시공간의 과학철학적 독법

오태석(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동아시아 시공간의 과학철학적 독법

성과내용

현대물리학은 20세기 상대성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의 상호 연계성을

발견한 뒤 그 현상은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통일적으로 완전하게 설

명하지 못하는 난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동양의 고전

사유가 양자역학의 난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인문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했다. 현대물리학의 핵심 사안들과 동아시아

사유 간의 해석학적 접목 연구는 향후 비슷한 아젠다로 연결돼 심화연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일반연구지원

과제명 동아시아 전통사유와 문예의 초월적 시공간 표상

총 연구기간 2016 ~ 2019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칼뱅의 사회경제사상,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

이오갑(케이씨대학교 신학과 교수)

성과유형
[저서]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_ 그의 경제사상과 자본주의 (도서출판

한동네, 2019)

성과내용

이 책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당시 목

도했던 신자유주의경제의 한계, 그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16

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사상(New Calvinism)과 막스 베버의 논지, 그

에 대한 서양학계의 거대 담론을 함께 연구하였다. 특히 칼뱅의 경제사

상과 자본주의의 연관성을 통해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종교학 및 신학

등 여러 인문사회분야 학제간 융복합연구의 모범을 제시했고, 칼뱅이 종교

개혁자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사상들을 피력하고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 실행한 사회개혁자였다는 것도 새롭게 밝혀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칼뱅의 사회경제사상

총 연구기간 2015 ~ 2018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 분석

이훈(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성과유형 [논문]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관광경험 분석

성과내용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심인적 갈등, 자기정체성 혼란 등과

같은 존재론적 불안을 관광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재생산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관광 기회 제공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베이비부머 관련 연구가 대부분 북아메리카 지역에 집중돼 아시아의

베이비부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베이비부머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일반연구지원

과제명
여가를 통한 자기정체성 형성과 행복모형 개발: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소외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총 연구기간 20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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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The Two Sides of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Competitiveness

Or Collectivism? /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성과유형
[저서] The Two Sides of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Competitiveness

Or Collectivism?

성과내용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두루 내재해 있는 경쟁심과 집단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조직의 문화와 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 내 조직간 경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분석해 정부경쟁력

의 원천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한국 정부경쟁력의 근원을 역사적으로 탐

구했다는 점에서 정부경쟁력 연구를 시간의 차원으로 확장하였고, 고유의

이론을 심화시켰다. 나아가 적정 수준의 경쟁심, 최적의 경쟁심을 논의

함으로써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정부에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사회과학연구(SSK)지원

과제명 정부경쟁력: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총 연구기간 2017 ~ 2021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원천자료 축적

장용규(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성과유형

[자료축적] 원천자료 축적

[논문] A Displaced Community’s Perspective on Land-Grabbing in

Africa: The Case of the Kalimkhola Community in Dwangwa, Malawi 등

2편

[대중화] 교양서(『설렘으로 경험한 아프리카』)출간, 아프리카페스티벌

을 통해 원천자료(사진, 동영상) 전시

성과내용

이 성과물의 주요 내용은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구축한 원천자료

아카이브, 이를 활용한 학술연구활동(학술논문/학술총서) 및 시민과의 소통

(교양총서와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 등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원천자료를

학술자료로만 묶어두지 않고 교양총서(『설렘으로 경험한 아프리카』)와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사진과 동영상 공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원천자료가

더 이상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원천자료의

활용성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인문한국(HK)지원

과제명 아프리카, 안과 밖의 교차: 아프리카학의 한국적 패러다임 구축

총 연구기간 2010 ~ 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아라리의 기원을 찾아서 - 불교 구음 라라리와 라리련의 한국적

전승 양상 / 전경욱(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성과유형
[저서] 아라리의 기원을 찾아서 – 불교 구음 라라리와 라리련의

한국적 전승 양상

성과내용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 구음이 우리 문화, 더 나아가 동아

시아 문화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던 양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여주

었다. ‘라라리’, ‘라리련’이라는 불교적 구음이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과

한국적 독자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소개한다. 특히 불교 구음의

한국적 전승 양상을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독자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불교 구음 ‘라라리’와 ‘라리련’의 한국적 전승양상

총 연구기간 2015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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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Trends of Marxian Ratios in South Korea, 1980–2014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Trends of Marxian Ratios in South Korea, 1980–2014

성과내용

이 연구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잉여가치율, 자본의 구성,

이윤율의 추이를 1980∼2014년 한국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추정하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구조 변동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갖는 함의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경제에 대한 마르크스 경제학적

연구는 미국식 주류경제학이 지배하는 한국경제론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한국경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과 함께 대안적인 진보적

경제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사회과학연구(SSK)지원

과제명 포스트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혁신

총 연구기간 2018 ~ 2021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제국대학의 조센징

정종현(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성과유형 [저서] 제국대학의 조센징(휴머니스트, 2019)

성과내용

이 책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제국대학(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에

서 유학한 조선인 유학생 집단의 전기로, 이후 이들이 남북한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되어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들의

출신배경, 유학과정, 습득한 지식과 문화, 졸업 후의 진로, 해방 이후 남

북한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

고, 해당 대학 졸업생 명부와 경력을 부록으로 첨부해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일본 제국대학의 조선유학생 연구-東京帝國大學과 京都帝國大學을

중심으로

총 연구기간 2014 ~ 2016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교사를 위한 영문법

정태구(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성과유형 [저서] 교사를 위한 영문법

성과내용

이 책은 우리나라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영어 교사와

연구자를 위해 집필한 영문법서로, 초 중 고는 물론 대학의 영어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격식성, 빈도수 등 실제의 영어

사용을 반영해 구성하였고,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보다 쉽게 설명

하였다. 특히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교사를 위한 영문법

총 연구기간 2016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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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 여성이 이끄는 세계

조흥국(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과유형 [저서]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 여성이 이끄는 세계(소나무, 2019)

성과내용

동남아시아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다. 그럼에도 역사와

문화를 일반 국민에게 소개하는 저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 책은 동남

아시아의 자연환경, 역사지리, 역사, 문화, 종교, 여성, 갈등,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상좌불교와 이슬람 연구, 종족-종교 갈등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남아시아 근로자와 이주 여성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총 연구기간 2015 ~ 2018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조선후기 인재교육·선발체제 복원 기초 연구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분석 등 4편

[학술대회개최] 조선후기 인재교육 선발제도의 재조명: 사학 과시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구축]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인재교육연구센터(사학과시 시험별

우등자 정보 DB구축)

성과내용

이 연구는 학술대회 개최, 논문 게재,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조선 후기 사학과시(四學課試) 운영의 실제, 사학과시 우등자의

과거 및 관직 진출 양상을 분석하여 사학과시의 인재교육ㆍ선발장치

로서의 성격과 의의를 검증하고, 조선 후기 인재교육ㆍ선발체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정 시험에 대한 방대한 사료를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해 교육사 분야 연구와 관심의 범위를 확대했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일반연구지원

과제명 조선 후기 인재 교육·선발체제 연구: 사학 과시(四學 課試)를 중심으로

총 연구기간 2016 ~ 2019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공동자원의 영역들

최현(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과유형 [저서] 공동자원의 영역들

성과내용

이 책은 자연·도시·지식·사회라는 네 영역의 공동자원에 대한 한국과 미

국, 독일, 폴란드, 인도, 일본의 저명 연구자 15인의 연구 결과를 묶어

다영역에 걸친 공동자원 패러다임 용법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공

동자원의 패러다임이 자연, 도시, 지역, 사회로 확장된 연구 산물로, 다

양한 사회이론적 시각과 접목되는 공동자원론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사회과학연구(SSK)지원

과제명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총 연구기간 2017 ~ 2021



- 15 -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장 보드리야르 읽기

최효찬(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연구소 전문연구원)

성과유형
[저서] 보드리야르 읽기: 사뮬라크르의 유혹과 하이퍼리얼의

리얼리티(세창미디어, 2019)

성과내용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사회이론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가상과 가짜가 난무하는 현대사회를 실재가 실재 아닌 파

생실재로 전환되는 시뮬라시옹(Simulation), 모든 실재의 인위적인 대체물을

시뮬라크르(Simulacra)라고 정의했다. 이 성과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매우

난해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장 보드리야르의 이론과 사상을 일반

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체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저술출판지원

과제명 장 보드리야르 읽기

총 연구기간 2017 ~ 2019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한국 아동의 언어이전기 발성 발달

하승희(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교수)

성과유형
[논문] Canonical babbling in Korean-acquiring infants at 4-9 months of age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등 2편

성과내용

이 연구는 음절성 옹알이를 시작하는 생후 6개월을 기점으로 아동을

월령에 따라 4∼6개월과 7∼9개월로 나누어 발성의 양과 구조적인 측면을

정밀하게 분석해 발달적 변화와 개인차를 살펴보았다. 자연스런 가정환경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언어환경분석가를 이용하고, 초기 발성

전문 분석 프로그램과 기술을 정립해 영유아 발성 분석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과제명 한국어와 영어권 아동의 초기 발성 비교를 통한 한국형 초기 발성 모델 개발

총 연구기간 20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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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Cardiac compression-force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현승현(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강사)

성과유형
[논문] Kinetic analysis of cardiac compression-force according to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성과내용

이 연구는 개정된 CPR 매뉴얼(가슴압박 30회)에 따라 인간이 직접 지

면반력기와 마네킹을 이용해 가슴압박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다. CPR

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기관과 관련종사자들에게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증가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스포츠 의ž과학 분야 연구 발전을

포함해 보건학, 간호학, 산업 분야로의 확산, 학제 간 융복합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라 평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지원

과제명 심폐소생술에서 정보제공 수준에 따른 가슴 압박력의 운동역학적 분석

총 연구기간 2017 ~ 2018

□ 한국학분야 5건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 DB

Ko, Seongyeon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외 6명

성과유형 [DB]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 DB

성과내용

이 책은 국내외 민속음악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현장조

사 자료들을 수집 분석해 3,736건을 DB화했다. 음원, 자료이미지, 상세

보기, 대표표제어, 녹음시기, 키워드, 첨부파일, 대담/연주자, 조사내용,

해제작성(자), 데이터작성(자)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아카이브를 구

축했다. 디지털 아카이브로 정보를 공개하여 민속음악 관련 학계의 요구

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회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창조와

향유, 유통 등과 관련한 문화 인프라 역할, 민속음악(전통음악) 이해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이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과제명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DB구축

총 연구기간 2015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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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국역 묵재일기

정긍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7명

성과유형 [저서] 국역 묵재일기

성과내용

이 책은 이문건이 1535년부터 1567년까지 30여 년 동안 쓴 일기다.

모친상을 당한 후 시묘살이부터 시작되는 일기는 대부분 유배지인 경상도

성주(星州)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상세하면서도 거침없는 필치로

사대부의 기상과 소박한 시골 일상을 묘사하고 있으며,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기법으로 대중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로서 가치가 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과제명
16세기 역사상의 재해석 :『묵재일기(默齋日記:1535〜1567)』교감

(校勘) 및 역주(譯註) 사업

총 연구기간 2014 ∼ 2017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한말 일제초기 국유지 조사와 토지조사사업
최원규 (부산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성과유형 [저서] 한말 일제초기 국유지 조사와 토지조사사업

성과내용

<한국 근대의 토지와 농민 총서> 시리즈의 하나인 이 책은 갑오·광무

개혁기부터 일제 초기까지 한국 근대의 토지제도, 특히 토지소유권이 정

리되어 가는 과정을 실증자료로 분석했다. 두 시기를 비교하며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의 한 특질을 밝히고 있다.

갑오·광무정권은 소유권과 경작권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토지제도를

정리하려 했다면, 일제는 경작권을 제거하고 소유권을 ‘원시취득’의 배타적

소유권으로 확정했다. 이는 식민지 건설의 법적 기초였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분쟁이 격렬히 일어났다. 갑오·광무정권은 경작권을 물권으로 인정

하고 분쟁을 처리했다면, 일제는 국유지조사와 토지조사사업으로 이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완전히 제거했다. 나아가 이 조치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선의 관습을 일본 민법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처리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한국학 총서

과제명 한국 근대의 토지와 농민

총 연구기간 2011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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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

한길수(호주 Monash University, Professor of Communications & Media Studies)

성과유형
[저서]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성과내용

이 책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상업적 장례산업을 연구하여 담고 있다. 현대 유교, 무속, 효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현대화, 도시화, 노동의 분업화, 소비의 디지털화로 죽음의

상품화가 자본주의의 대중문화와 어떻게 교차하는지, 깊이 있는 사회학적

분석을 제공하는 최초의 연구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 기적’의 여파로 죽은 선조들에 대한

존경의 방식이 한국문화의 한 부분으로 새로이 등장했다. 이 책은 막스

베버의 ‘파리아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죽음의

상품화에 대한 집착과 붐이,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자본과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여준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한국학세계화랩

과제명
세계화에 대한 로컬 에이전시와 국가의 대응: 비교론적, 초국가적,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사례

총 연구기간 2018 ∼ 2023 (진행중)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Korea's Premier Collection of Classical Literature : selections from So ̆ 
Ko ̆jo ̆ng's Tongmunso ̆n / Wei Xin (중국 Shenzhen Middle School 교사)

성과유형
[저서] Korea's Premier Collection of Classical

Literature : selections from So ̆ Ko ̆jo ̆ng's
Tongmunso ̆n

성과내용

이 책은 20세기 이전 시문선집으로는 한국문학사에 가장 방대하고도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동문선>을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전집에서 설

(說)과 논(論) 두 장르에 대해 최초로 영문 번역한 책이다. <동문선>은

성종의 명으로 1478년 중국의 문선(文選)을 모델로 하여 서거정을 비롯해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유학자들이 편집한 것으로, 그 시대 지식인들의

지적인 관심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도덕이나 자연, 그리고 이상향의

제문제에 대해 도가, 불가, 유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한국 문학 및 문화 이해에서 갖는 의미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

과제명 Historical Materials Round Two

총 연구기간 2010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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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분야 15건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안정한 배터리 세퍼레이터 제조를 위한 신개념 공법 개발

강상욱(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Highly selective poly(ethylene oxide)/ionic liquid electrolyte

membranes containing CrO3 for CO2/N2 separation /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등 11편

성과내용

이 연구는 기존의 배터리 세퍼레이터 제조 공정법의 고비용 및 환경적인

단점과 기존 소재의 낮은 열적 안정성으로 인한 배터리 안전성 문제 등

한계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특정 금속염과 물리적인 요소로 수압을

활용하여 수압의 크기 및 염의 종류 변화를 통해 세퍼레이터 내 기공 및

기공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제조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제거된 금속

염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조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친환경 세퍼레이터

제조공법을 제시하고 상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이공학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

과제명 직진형 나노다공성 고분자 제조를 위한 신개념 공법 개발

총 연구기간 2017 ~ 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기억공고화와 망각의 원리 규명 및 이를 이용한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성능 향상 / 김재경(한국과학기술원 박사후 연구원)

성과유형
[논문] Competing roles of slow oscillations and delta waves on memory

consolidation versus forgetting(Cell)

성과내용

이 연구는 뇌의 학습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뇌-기계 인터페이

스의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AI)과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는 인간-기계 연결분야에 응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

과제명 방추 변조를 통한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성능 향상

총 연구기간 2018∼2019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독창적인 프렛 바이오센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생체분자 신호기전 규명

김태진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교 조교수)

성과유형

[논문] Matrix Rigidity-Dependent Regulation of Ca2+ at Plasma

Membrane Microdomains by FAK Visualized by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 Advanced Science

성과내용

이 연구는 줄기세포의 초기 접착과정에서 역동적인 세포소기관 하위

단계의 신호체계 변화에 대해 생물분자 측정 분광학기술의 하나인 프렛

기술을 활용해 기존 연구에서 밝힐 수 없었던 살아 있는 시료에서 시공

간적인 데이터까지 확보하고자 하였다. 세포소기관 중 세포막에서 일어

나는 역동적인 신호 변화를 프렛센서 기술로 추적하여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신호전달기작을 밝혀낸 이 성과는 향후 줄기세포 이식 시

중요한 세포접착 과정을 규명하여 줄기세포 이식의 성공률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기본연구

과제명 세포소기관 탐지 활성산소종 프렛기반 센서 개발

총 연구기간 2017 ∼ 2020

- 20 -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신개념 불포화 함수특성 시험기의 최초 개발 및 검증

박성완(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연속 가압 함수특성 시험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성과내용

지하수면 상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반 구조물은 불포화 상태를 고려해야

하나 관련 실험 및 해석의 큰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포화한 지반들로

수행돼왔다. 현실적인 공학적 적용을 하려면 불포화 지반역학을 필수적으로 적

용해야 하는데 새롭게 개발한 불포화 함수특성 시험방법은 기존의 시험법에 비

해 시험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 다양한 지반 조건과

응력 상태에서 시험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불포화 지반역학 관련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예측

해석에 대한 기반 기술로 인프라 및 공공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이공학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

과제명 환경하중과 불포화 지반간 상호작용에 대한 지반공학적 연구

총 연구기간 2017 ~ 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실제 마이크로파 이미징에 사용 가능한 비반복적 알고리즘의 수학적 분석

박원광(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Real-time microwave imaging of unknown anomalies via

scattering matrix /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 등 4건

성과내용

마이크로파 이미징은 300MHz∼300GHz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 산란계수를

바탕으로 물질 내부의 전기적 특성 분포를 복원해 이물질의 위치·형태를

영상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제 마이크로파 이미징 문제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실험조건을 설계하였고, 개선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 및 공학 등 관련 연구 분야의 개발에 기여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과 알고리즘의 개발은 국내 실정에 특화된 원천기술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기본연구

과제명 역산란 문제에서 비반복적 영상화 알고리즘의 수학적 분석과 개선

총 연구기간 2017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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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디엔에이를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기 (슈퍼커패시터)

배준호(가천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

성과유형

[논문] DNA-directed fabrication of NiCo2O4 nanoparticles on carbon

nanotubes as electrodes for high-performance battery-like

electrochemical capacitive energy storage device / NanoEnergy

[특허] DNA 제어를 통해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나노 입자가

균일하게 코팅된 카본 나노튜브 복합체, 이를 포함하는 복합체 전극,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이들의 제조방법

[학회발표] 2019년 IAPE 국제학회 key note speaker 발표

성과내용

이 연구는 우리 몸의 기본 유전 생체 물질인 DNA가 어떻게 슈퍼커

패시터 및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기기 전극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생체와 무생물 물질과의 결합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는 연구개발 분야로, 인체의 에너지기기화, 인체-기계 복합화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기본연구

과제명 나노바늘(나노콘)에 의한 회절광학계 광특성 향상 연구

총 연구기간 2017 ~ 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최근의중위도겨울철이상한파/열파를강화하는수십년주기자연변동성의역할과

메커니즘규명 / 성미경(연세대학교비가역적기후변화연구센터연구교수)

성과유형
[논문] Tropical influence on the North Pacific Oscillation drives winter

extremes in North America / Nature Climate Change

성과내용

21세기 들어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 기후는 이상 열파와 기록적인

한파가 빈번히 발생해 그 원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겨울철 이상기후의

원인과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 현상의 예측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기후변화 적응 방안의 적절성 증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기본연구

과제명 내부변동성에 의한 북극온난화 조절 기작과 중위도 극한기후 반응 민감도 연구

총 연구기간 2018 ~ 2021

- 22 -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나노 셀룰로오스 기반 외과 치료용 고기능성 치료 소재 개발

이병택(순천향대학교 재생의학교실 교수)

성과유형

[논문] The ISME Journal Enhancement of hemostatic property of plant

derived oxidized nanocellulose-silk fibroin based scaffolds by thrombin

loading / CARBOHYDRATE POLYMERS 등 5편

[특허] 목재 기반 산화 셀룰로오스와 실크 피브로인을 이용한 다공성

지혈제의 제조방법(’19.10.24) 등 등록 3건, 출원 3건

[언론보도] 빠른 지혈제, 나무로 만든다(’19.5), KBS 특별기획 케미롭게

살아가기(’19.12)

성과내용

인구의 고령화, 각종 산업재해, 교통사고, 중증질환의 증가에 따라

신체적 기능 손실을 대체하고 외과수술에 필요한 생체소재 기반 메디컬

디바이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치료 소재는 대부분 초고가의 수입제품이라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OCNF 기반 지혈제, 유착방지제 및 창상

치료제를 개발하여 기존 초고가 수입제품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우수한

치료 소재를 개발하여 조기 국산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대학연구기반구축(대학중점연구소)

과제명 임상 치료용 금속-고분자 하이브리드 생체재료 개발 및 조직재생 연구

총 연구기간 2015 ~ 2024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Decreased expression of type I (IFN-β) and III interferon (IFN-λ)

and IFN-stimulated genes in chronic rhinosinusitis with and

without nasal polyps / 이상학(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Decreased expression of typeI(IFN-b) and typeIII (IFN-l) interferons

and interferon-stimulated genes in patients with chronicrhinosinusitis with

and without nasal polyps /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성과내용

현재까지 만성부비동염 환자의 점막에서 antiviral immune response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만성부

비동염 환자에서 antiviral immune response가 감소되어 있고, 기도

점막에 virus 감염이 발생하면 만성부비동염이 악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결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고한 성과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기본연구

과제명
만성 비부비동염 (chronic rhinosinusitis)의 만성화와 비성두통 (rhinogenic

headache) 및 후각 소실 (olfactory disturbance) 에서 TWIK-related potassium

channel-1 (TREK-1)의 임상적 의의와 약물 치료제

총 연구기간 20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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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장내 미생물 신호 전달-골수 조혈 작용 최초 규명

이승우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교 부교수)

성과유형

[논문] Bone marrow CX3CR1+ mononuclear cells relay a systemic

microbiota signal to control hematopoietic progenitors in mice / Blood

(cover article)

성과내용

이 연구는 장내 미생물 신호가 장을 넘어 전신으로 전달되고, 정상 상태

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골수 내 조혈작용을 조절하여 백혈

구(면역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의

DNA를 포함하는 미생물 신호가 혈류를 통해 골수 내로 전달되고 이를

골수 내 단핵구 세포(CX3CR1+)가 인식하여 조혈전구세포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증명하고, 장내 미생물 신호가 정상 상태에서 어떻게 전신조직

반응을 조절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 성과는 다양한 조직

내 면역 항상성의 조절, 나아가 암과 같은 질환에서 어떻게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미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기본연구

과제명 장내세균에 의한 조혈모세포의 항상성 조절

총 연구기간 2012 ∼ 2015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빛으로 동작하는 뉴로모픽 소자 및 시스템 개발
유선규(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조교수)

성과유형
[논문] Neuromorphic Functions of Light in Parity‐Time‐Symmetric Systems

(Advanced Science) 등 2건

[저서] Top-Down Design of Disordered Photonic Structures (Springer)

성과내용

이 연구는 전기 신호가 외부 잡음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등 뉴로모픽 및 두뇌모사 메모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빛의 흐름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빛의 속도로 동작이 가능한 초고속

뉴런 모사 광소자의 설계 개념을 정립했다. 최근 연구가 막 시작되는

광학 인공지능 연구의 기본 구성 요소 개발에 해당되는 연구이며, 이를

통해 초고속/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광학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

과제명 비고전적 광학 집적 소자 개발을 위한 다학제적 융합 연구

총 연구기간 2016∼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달팽이관 내 LCCL 펩타이드의 생리적 기전 규명 및 중이염에 따른

난청 치료제 개발/ 정진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

성과유형

[논문] Cleaved Cochlin Sequesters Pseudomonas aeruginosa and

Activates Innate Immunity in the Inner Ear / Cell Host & Microbe

[특허]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TREATING OR

PREVENTING SENSORINEURAL HEARING LOSS (PCT/KR2019/010998)

성과내용

이 연구는 내이 내 새로운 면역기전 작용을 코클린 단백을 통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특히 면역학 분야에서 세균을 응집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leptin 단백을 발견하는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항균 펩타이드는

내성 균주에 따른 만성중이염의 치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기본연구

과제명 달팽이관 내 LCCL 펩타이드의 난청 예방 효과 규명

총 연구기간 2017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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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연골퇴행 환경에서 연골세포의 물질대사 이해를 통한 퇴행성관절염

조절 기전 규명 / 최완수 (인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조교수)

성과유형

[논문1] The CH25H-CYP7B1-ROR alpha axis of cholesterol

metabolism regulates osteoarthritis / Nature

[논문2] Critical role for arginase Ⅱ in osteoarthritis pathogenesis /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성과내용

다양한 연골퇴행 환경에서 연골세포의 대사활동 변화의 이해를 통해

퇴행성관절염 발병의 새로운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과 콜레스테롤 같은 세포활동에 필수적인 생체분자들의

대사과정 변화를 밝혀냈다. 퇴행성관절염의 새로운 분자적 조절기전

규명과 함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만성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방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리서치펠로우

과제명 ARG2에 의한 퇴행성관절염 조절기전 연구

총 연구기간 2017 ∼ 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세계최고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모듈기술 및 관련 소재기술 개발

한길상(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연구교수)

성과유형
[논문] Spin-Coating Process for 10 cm × 10 cm Perovskite Solar Modules

Enabled by Self-Assembly of SnO2 Nanocolloids, (ACS Energy Letters)

성과내용

이 연구는 세계 최고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모듈효율을 보여주는 페로

브스카이트 나노전극 형성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온·대면적

나노전극 형성기술을 통해 태양전지 및 유연 전자소자의 대면적화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에너지 기술 분야로 확대/응용 연구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이공학개인기초연구

과제명 대면적·유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전극 디자인 및 형성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2018∼2021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알코올성 간질환의 신규 표적 타겟 발굴

허미정(서울대학교 약학과 선임연구원)

성과유형
[논문] Alcohol dysregulates miR-148a in hepatocytes through FoxO1,

facilitating pyroptosis via TXNIP overexpression (GUT) / Hepatology

성과내용

이 연구는 알코올성 간염환자 및 알코올성 간질환 동물 모델 분석을

통해 간세포 특이적으로 감소하는 신규 마이크로 RNA인 miR-148a를

도출하고 상위 조절자인 Foxo1을 제시했다. 또한 miR-148a의 하위 타

겟을 발굴해 알코올성 간질환에서의 신호 회로 변화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알코올성 간질환에서의 간세포 사멸 기전을 탐구했다. 특히 동물

세포에 간세포 특이적 miR-148a를 도입해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 효과를

제시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과제명 새로운 마이크로RNA 발현 조절에 의한 알코올성 간질환 제어

총 연구기간 2018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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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연골퇴행 환경에서 연골세포의 물질대사 이해를 통한 퇴행성관절염

조절 기전 규명 / 최완수 (인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조교수)

성과유형

[논문1] The CH25H-CYP7B1-ROR alpha axis of cholesterol metabolism

regulates osteoarthritis / Nature

[논문2] Critical role for arginase Ⅱ in osteoarthritis pathogenesis /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성과내용

관절 연골조직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닳아 없어짐으로서 유발되는

퇴행성관절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퇴행성질환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퇴행성관절염이

단순히 노화에 의해 연골조직이 닳아 없어지는 질병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연골세포의 다양한 물질의 대사과정과 골관절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병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 가설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통한 직접적인 증명이 없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연골퇴행 환경 (노화, 기계적 자극, 염증 등)에서

연골세포의 대사활동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퇴행성관절염 발병의 새로운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여러 생체물질 중에서 특히 아미노산과

콜레스테롤 같은 세포활동에 필수적인 생체분자들의 대사과정 변화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난 연골퇴행의 분자적 조절기전 규명과 연골퇴행 과정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퇴행성관절염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부수

적인 질병이 아니라 동맥경화, 치매, 그리고 당뇨처럼 비정상적인 대사

붙임3 교육부 학술 ‧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최우수)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원천자료 축적

장용규(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성과유형

[자료축적] 원천자료 축적

[논문] A Displaced Community’s Perspective on Land-Grabbing in Africa:

The Case of the Kalimkhola Community in Dwangwa, Malawi 등 2편

[대중화] 교양서(『설렘으로 경험한 아프리카』)출간, 아프리카페스티벌을

통해 원천자료(사진, 동영상) 전시

성과내용

장용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10년간 아프리카 7개국에서 현지인

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조사일지, 사진, 영상, 녹취록 등 18,872

건의 원천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해석해 국내외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원천자료가 학술자료로만 머무를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활용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경험과 원천자료를 토대로 ‘설렘으로 경험한 아프

리카’를 출간하고,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사진, 동영상

전시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왔다. 이처럼 본 성과는

원천자료가 더 이상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학술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통해 원천자료의 활용성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인문한국(HK)지원

과제명 아프리카, 안과 밖의 교차: 아프리카학의 한국적 패러다임 구축

총 연구기간 201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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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의해 유발되는 대사성 질환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또한

퇴행성관절염의 물질대사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wear & tear 질환이라

생각되던 퇴행성관절염을 복합적인 분자적 조절기전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으로 재해석하여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하였고, 특히 퇴행 연골세포의 비정상적인 대사활동과 퇴행성관절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항 염증제나 통증 완화제의

개념을 탈피한 근본적인 치료방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지원내용

사업명 리서치펠로우

과제명 ARG2에 의한 퇴행성관절염 조절기전 연구

총 연구기간 2017 ∼ 2020

우수성과

정보

우수성과명/

대표성과자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한길수(호주 Monash University, Professor of Communications & Media Studies)

성과유형
[저서] Funeral Rites in Contemporary Korea: The

Business of Death

성과내용

이 책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상업적 장례산업을 연구하여 담고 있다. 현대 유교, 무속, 효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현대화, 도시화, 노동의 분업화, 소비의 디지털화로 죽음의
상품화가 자본주의의 대중문화와 어떻게 교차하는지, 깊이 있는 사회학적
분석 방법을 토대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대 한국에서의 장례 광고와 저널리즘, 영화와 문학적 표현, 온라인

매체, 장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 설명 및 기타 출처 등에 대한 혁
신적인 분석울 통해 지난 25년 이상 동안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경제
발전, 도시화, 현대화의 영향에 대한 복합적인 상황을 묘사한다.
한국은 ‘경제 기적’의 여파로 죽은 선조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는데 한길수 교수는 이 책에서 막스 베버(Max Weber)의
‘파리아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라는 개념(한국에서는 ‘천민자본주의’
라고 지칭)을 사용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죽음의 상품화에 대한 집착과
붐이,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자본과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여주며
이 이론을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문화적 영역으로 탐구하고 적용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세계적인 수준의 Springer에서 출판한 것으로 저서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독특한 연구이며 해외 학자들에게 현대 한국사회에 대해
더 알리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파리아 자본주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발전도상국
등지에서의 자본주의 경제는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부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는 현상. 파리아(Pariah)란 '부랑자' 또는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자'라는 뜻이다.
발전도상국 또는 신생국에서는 정치국·경제적 불안으로 인하여 생산
부문 보다 단기적인 소비부문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며, 또 고금리(高
金利) 금융유통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가들은 통치계급과 분노한
대중계급의 중간에서 방황하며, 차라리 정계(政界)나 관계(官界)로 진출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막스 베버(M.
Weber)는 '파리아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네이버 지식백과] 파리아 자본주의 [~資本主義, pariah capitalism] (이
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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