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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면) 2022.6.24.(금)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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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44-203-6604)

학술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연수진 (044-203-6854)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7.1.개시) 선정결과 발표

- 미래 융․복합 인재양성과 학문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초학문 지원 추진 -

주요 내용

□ 연구자 개인 단위의 연구과제 위주의 총 1,036과제 예비선정 결과 발표

□ 전년 대비 7.1. 개시과제 기준 선정과제 수 및 선정률 확대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신규과제(7월 1일 연구개시) 선정결과를 6월 23일(목) 발표하였다.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63년부터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ㅇ 이번 선정결과 발표에서는 학문후속세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문

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A유형과 함께 중견연구자지원, 일반공동

연구지원, 명저번역지원, 인문도시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내 연구

집단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7월 1일(금) 개시 과제 총 1,036개의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7월 1일(금)에 연구가 개시되는 신규과제들은 연구자 개인 단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과제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성과확산·기반

구축 성격의 사업(인문도시지원, 연구집단지원)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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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히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며, 연구현장에서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지원 자격 지원 금액
(과제당/연)

지원
기간

선정 
과제수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A유형)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없는

학술·연구활동 지원
박사학위 소지자 4,000만원/연

5년
(2+3)

354개

중견연구자
지원

중견연구자 
개인연구 지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내

10년
(5+5)/
1~3년

554개

일반공동
연구지원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국내, 해외, 융복합 유형)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1억 2,800만 원
내외

1년
2년
3년

76개

명저번역
지원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보급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하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1,200만 원
내외

2년
3년

45개

인문도시
지원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및 지역 간 

네트워크체제 활성화

국내 대학 소속 
연구자 등

1억 4,000만 원
내외

1년
3년

6개

연구집단
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성과 활용·홍보

국내 대학 소속 
연구자 등

3억 이내/연 3년 1개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7.1. 개시 선정과제 사업 개요 >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4.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 합동발표)에 따라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들을 개편·확대하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출범

 ㅇ (사업내용) 목적·대상·기간에 등에 따라 A·B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A유형) 최대 5년간 대학 부설연구소 또는 개별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업적 
5편 이상 제출 의무

  - (B유형) 향후 1년간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업적 1편 이상 제출 의무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자격 연구개시 선정과제 수(’22년)

A유형 5(2+3)년 4,000만 원/연 박사학위 소지자 7.1. 354개
B유형 1년 1,400만 원/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1. 1,800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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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7.1. 개시과제의 선정 과제 수 및 선정률은 확대되었으며, ①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A유형) ②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일반

공동연구지원 중 융복합 유형) ③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명저번역지원) 측면에서 지원이 확대되었다.

 ㅇ 다만 전체적으로 신청 과제 수 자체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7.1. 개시과제 선정결과 관련 ’21년·’22년 비교 >

(단위 : 백만원, 건, %)

사업명
2021 2022

예산규모 신청
과제수

선정
과제수 선정률 예산규모 신청

과제수
선정

과제수 선정률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유형) 9,000 1,888 312 16.5 9,000 1,624 354 21.8

중견연구자지원 11,526 2,113 516 24.4 12,607 1,797 554 30.8

일반공동
연구지원

국내 4,760 659 60 9.1 3,363 595 44 7.4
해외 1,016 59 14 23.7 1,071 67 13 19.4

융복합 1,360 55 10 18.2 2,905 69 19 27.5
계 7,136 773 84 10.9 7,339 731 76 10.4

명저번역지원 285 132 25 18.9 573 147 45 30.6
인문도시지원 996 28 7 25.0 700 20 6 30.0
연구집단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 - - - 300 1 1 100

합계 28,943 4,934 944 19.1 30,519 4,320 1,036 24.0

□ 예비선정 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가 확정

되며, 이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ㅇ 덧붙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B유형의 경우 9.1. 개시과제

이지만 7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여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등 예정된 9.1. 개시과제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구현장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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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가치 창출 및 축적, 문제인식 및 

활용 역량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ㅇ “추후 발표될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미래 융․복합 인재양성과 역동적 학문생태계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7.1. 개시) 주요 신규과제

※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도 확인 가능  

     

http://www.nrf.re.kr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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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최

현

석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7.1. 개시) 주요 신규과제

※ 주요 신규과제 목록이며, 전체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 가능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주요 신규과제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이선 세계 기초로서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김시형 베이컨 『노붐 오르가눔』 

고려대학교 송재혁 조선 초기 지식인의 서재: 태종시대와 세종시대의 서적과 국가건설

충북대학교 여문주
1980년대 새로운 사진적 실천들: 사회 참여적 요청 속에서 변화된 

사진의 제 양상 연구 

강원대학교 김일년 희망의 이념, 진보의 시대: 미국의 자유주의와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수경 메타버스를 활용한 건축디자이너의 협업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서울대학교 이성임
『장토문적(庄土文績)』을 통해 본 정조(正祖) 대 왕실재정개혁의 

이상과 현실

한양사이버대학교 이경여
초연결 시대 팬더스트리 활성화를 위한 팬덤 관광의 다차원적 측정 

모델 개발 및 한류 팬덤 행동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계통적 통합연구

가천대학교 오아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발달장애 청소년 신체활동 콘텐츠 

개발: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제주대학교 김새미오
조선후기 유교문화의 확장과 변방지식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손민석
우상(偶像)과 이상(理想):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집단신화와 정치철학 

부산대학교 장하원 코로나19의 정동적 동역학: 체현된 위험으로서의 신종감염병

한양대학교
(ERICA)

송영호 이주민 노인의 불안정성과 건강불평등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영은 중국인에 의한 ‘한국전쟁’ 기억화-중국‘항미원조(抗美援朝)’영화 연구

서울대학교 이소영 공간인구학적 관점에 기반한 지역의 인구 위기 진단 및 해결 방안 모색 

청주대학교 심승우 팬데믹 위기와 강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디자인

제주대학교 최영미
생태전환교육의 가치 함양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원리 기반의 초등 

생명과학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경상국립대학교 강혜정 국내 이민자의 디지털 불평등과 지역중심의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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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주요 신규과제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서울시립대학교 김호기 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충남대학교 황선재
21세기 한국의 사회계층: 자본집중, 

계층세습, 사회정의

홍익대학교 정광헌
탄소 배출 규제를 갖는 녹색 공급망에서 
배출 저감 노력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김진숙
K-뷰티 위기 대처를 위한 국가별 화장품 

관리 제도 분석 -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윤성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가격 변동, 

거시경제변수와의 상호관계, 거래제도 개선방안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주요 신규과제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숭실대학교 박준상
호모 햅틱쿠스와 촉각인문학 :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로

건국대학교 박재민
ESG 압력의 혁신촉진 효과 및 기업 ESG 전략 
차별화 성과에 관한 연구: 전략적 ESG의 관점에서

강원대학교 이종선
자해 위험 요인 예측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피노타이핑: 머신러닝의 적용  

전북대학교 석준호  신남방 국가 농식품 수출 전략 도출에 관한 과제

동아대학교 박상혁
뉴노멀 시대, 스마트 치료 기기의 윤리· 법· 사회 
기반 조성 : 전자약으로부터 디지털 치료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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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저번역지원사업 주요 신규과제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저자 명저 개요

정암
학당

김유석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에픽테토스의
담화록

에픽테토스

『담화록』 은 윤리학을 주로 다루지만 인식론과 
논리학, 자유의지와 결정론, 우주론과 신학 
등 이론철학을 다루고 있어 스토아 철학의 
체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대구
가톨릭대

김운찬 노래들
Giacomo 
Leopardi

41편의 서정시로 구성된 시집으로, 작가의 
심오한 철학과 관념이 녹아있으며 현대 이탈리아 
문학의 이해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서울대 김봉국
데이터 중심 

생물학:철학적 탐구
Sabina
Leonelli

 ‘데이터 중심 과학’이라는 과학계 최신 경향을 
다루고 있으며 국내 학계에 빅데이터에 관한 
역사사회학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을 결합한 
선도적 연구를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음 

부산대 나승회 明治演劇史
伊原敏郞

이하라도시오

일본 근대 극문학 성립의 배경과 전통 극
예술의 흐름을 시대분위기, 장르별 변화의 
양상으로 나누어 정리한 연극평론서로 본 
번역연구를 통해 한일 양국의 전통예능의 
근대적 개량 양상의 과정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한국예술
종합학교

김동훈 
Geschichte der 

Kunst des 
Altertums

Johann 
Joachim 

Winckelmann

저자가 본인의 고대 미술사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저서로, 고대 그리스 미술 분석의 
학문적 체계를 포괄적으로 구성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서양 고대학,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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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도시지원사업 신규과제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고려대학교 이예영
일상의 인문학: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과거와 현재 일상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과 제고

서울대학교 이동원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생태 인문도시 시흥

한밭대학교 김주리 별빛물듦의 도시, 유성

호남대학교 최영화
광주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원오
공간, 사람, 세대를 잇는 인문도시 칠곡 

브릿지(Bridge)

강원대학교 최홍열
옛 경춘선(京春線) 폐역(廢驛)의 

레트로(Retro)인문도시구축

□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 신규과제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김종길 SSK-Network 지원 및 성과홍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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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최

현

석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분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 및 
세부유형

’22년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인문학‧
사회
과학
연구
지원

인문사회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지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B유형, 성과확산센터

58,190

일반연구지원
신진연구, 중견연구, 우수학
자지원, 일반공동연구 64,422

명저번역지원 1,638
인문사회연구소지원 62,765
학제간융합연구지원 (’22년 종료) 510
토대연구지원 (’22년 종료) 770

인문학
진흥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33,358

저술출판지원 2,080
우수학술도서 2,400
인문학대중화 인문도시, 인문학포럼 2,960
인문학진흥전담기관 500
기초교양교육 1,185

사회과학
연구지원

우수연구집단육성 소형, 중형, 대형 10,498
연구집단지원 300

②
고전
국역
및 

한국학 
진흥

한국학진흥

해외한국학사업

씨앗형사업, 
중핵대학육성사업, 
세계화랩사업, 
한국학전략연구소육성
사업, 한국학술번역사업

9,444

국내한국학사업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한국학기초자료사업

13,175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36,884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22,435

고전문헌
국역지원

3,538

③
학술
기반
구축

학술단체지원 7,035

학술자원공동관리
체계구축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26,313

기초학문자료센터구축 516
연구윤리활동지원 1,355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비

731

합 계 363,002

 ※ 파란색 표시된 사업들이 7.1 개시과제 선정결과 발표 대상 사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