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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인문학 연구 거점으로 
HK(인문한국)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19. 5.27.(월)

□ 제목 : “정부지원 곧 끝나는데”대학 애물단지 된 HK사업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우리부는 대학 내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07년부터 인문한국 사업(HK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한국 사업(HK사업)은 인문학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HK교수를 정년트랙으로 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HK연구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년 동안은 정부가 HK

교수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는 대학이 

이를 부담하여 HK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HK연구소 운영 대학이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HK연구소가 인문학 분야의 대학 내 연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술진흥과 송성윤 사무관(☎ 044-203-68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문한국(HK/HK+)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 창출

- HK교수 정년트랙 임용을 통해 인문학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지원내용 및 규모

【인문한국(HK)지원사업】: ‘07년~‘21년

※ 연간 최대 지원비 1.5억원당 1명 이상의 HK교수 임용 의무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인문
분야

대형
대학부설
연구소

10억～15억원/연
10년

(3+3+4년)
중형 5억～8억원/연

해외지역
분야

중형 5억～8억원/연
소형  3억원 이내/연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ʹ17년~

※ 연간 최대 지원비 3억원당 1명 이상의 HK교수 임용 의무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HK+1
유형

인문기초학문

대학부설
연구소

17억원 이내/연
(간접비 포함) 7년

(3+4년)

해외지역
소외‧보호/창의‧도전
국가 전략‧융복합

HK+2
유형*

인문기초학문 3.3억원 내외/연
(간접비 포함)해외지역

* HK사업 종료연구소 재진입 트랙으로 ʹ18년부터 선정
□ 지원 현황                                   (과제수:개, 예산:백만원)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문한국(HK)*
지원 과제수 43 27 17 10

지원 금액 42,935 22,301 12,037 6,606

인문한국
플러스
(HK+)

1유형
지원 과제수 - 9 9 19

지원 금액 - 12,886 18,623 22,168

2유형
지원 과제수 - - 9 15

지원 금액 - - 3,000 4,780

계
43 36 26 44

42,935 35,187 33,660 33,554

* HK 연구소 43개 중 정부 지원 종료 연구소는 33개(’19년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