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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신구대조표

구분 2018년 공고 2019년 공고 비고

1. 지원예산

▪총예산: 500백만원
- 신규예산: 296만원(2~11과제)
- 계속예산: 204백만원(5과제)

▪총예산: 498백만원
- 신규예산: 204백만원(4과제 내외)
- 계속예산: 294백만원(6과제)

2. 지원분야 ▪ 한국 대표 고전의 영문 번역 
▪ 한국 대표 고전 및 학술명저의 

영문번역

3.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팀, 연

구소, 개인
▪ 좌동

4.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연구책임자는 영문 업적 보유자
▪ 좌동 

5. 지원내용
▪ 고전 100선 지정 도서 또는 자유 신청 

고전의 1~4권 분량 영문 번역 및 출판
▪ 한국고전 100선 및 학술명저의 

1~4권 분량 영문 번역 및 출판

6. 지원규모

(연/과제당)

▪ 권당 연간 25백만원 이내 지원(최종 출
판 도서 수 기준, 과제당 최대 4권까지 
신청 가능)

▪ 좌동

7. 간접비 

▪ “인건비+직접비”의 10% 이내
(국내·해외 공통)

*단, 국내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당시 고
시된 간접비 계상기준이 10% 미만인 
경우 고시율 적용

▪ 좌동

8. 지원기간 ▪총 3년 ▪ 좌동

9. 심사절차 ▪ 요건심사→서류심사→종합심사 ▪요건심사→온라인심사→패널심사 →
종합심사

10. 추진일정

▪공고 : 1월
▪신청 : 4. 2.(월) ~ 4. 16.(월)
▪심사 : 4~5월
▪사업개시 : 6월-

▪공고 : 1월
▪신청 : 3. 25.(월) ~ 4. 3.(수)
▪심사 : 4~5월
▪사업개시 : 6월

11. 기타(사후)

▪ 연차보고서 제출
-  1차년도 :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2차년도 : 연구개시 후 22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 연구결과물 출판기한 : 연구종료 후 3
년 이내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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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목적 

1. 사업 목적

◦ 한국 고전 및 학술명저를 영문으로 세계에 소개하여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학 전문 지식 확산

2. 지원 방향 

◦ 한국 고전 100선 및 사료적 가치를 갖는 근현대 학술명저를 영문

으로 번역한 후 북미 및 서유럽 지역 저명 학술 출판사에서 출판

하도록 지원

Ⅱ. 지원 내용

1. 지원 예산

◦ 총예산: 498백만원 

- 신규예산: 204백만원 (4개 과제 내외, 과제당 25~100백만원 이내)

- 계속예산: 294백만원 (6개 과제)

2. 지원 분야: 한국 대표 고전 및 사료적 가치를 갖는 근현대 학술명

저의 영문 번역 및 출판

3. 지원 대상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소, 개인 (「학술진흥법」제2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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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표 고전 및 근현대 학술명저를 자율 선택하여 과제당 출판

물 1~4권 분량으로 영문 번역 및 출판 

- 고전 선택 방법

구 분 선정 기준

지정 도서 <붙임 2> 한국 고전 100선 목록 중 미지원 도서에서 선택

자유 신청 
도서

한국학 도서로, 지명도가 있거나 널리 전파되어 당대 대표성을 
띤 한국 대표 고전 또는 한국 근현대 학술명저 

 ▷ 자유 신청 고전의 경우, 선택한 고전의 적절성에 대하여 선정평가 시 함께 평가
 ▷ 지정 및 자유 도서 혼합 구성 또는 자유 도서만으로 구성 모두 가능

- 최종 출판물 수에 따른 지원 연구비 

구 분 최종 출판물 수 지원 연구비
한국 고전의 

영문 번역
(지정 및 자유 

도서 공통)

4권 연간 한화 100백만원 이내
3권 연간 한화 75백만원 이내
2권 연간 한화 50백만원 이내
1권 연간 한화 25백만원 이내

 ▷ 최종 번역 결과물이 1~4권 출판될 수 있도록 고전별 분량을 고려하여 번역 과제 기획 
   - 과제 기획 예시
   ① 4권 번역: ‘C-13(논어고금주)’ 번역 4권, 연간 100백만원 신청
   ② 1권 번역: ‘A-6(傳奇小說: 周生傳, 崔陟傳, 韋敬天傳)’ 번역 1권, 연간 25백만원 신청
   * 번역 시 한국학영문용례DB 참조 가능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3-KCL-1220001)

5.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과제당 연간 한화 25~100백만원 이내

◦ 지원 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 지원 조건: 최종 번역 결과물 총 1~4권 출판

- 연구기간 동안 번역을 완료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북미 

또는 서유럽의 대학출판사 등 학술 전문출판사에서 출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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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1권당 분량은 최종 출판물 기준으로 최소 200페이지 이상

- 번역연구자의 문헌 해제, 역자 주, Glossary를 반드시 포함

- 국내 관련 전문가 및 native 영문 에디터 자문을 포함할 것을 권장

-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번역 연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연

구비를 지급하여야 함.

      ※ Glossary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공개 및 활용 가능
      ※ 연구비는 한화 기준으로 지급함. 
      ※ 선정평가 중 연구비 적절성 심사를 통해 신청 연구비 일부 조정 가능

 ※ 연구비 집행 계획 수립시 유의 사항
   - 위 지원 연구비는 편집·교열비, 번역료, 출판비 및 직접비성 경비 등을 모두 포함
   - 번역료 신청시 A4 1매당 번역료와 예상 원고매수를 정확하게 제시  
   - 연구비 집행 계획은 한국학진흥사업 과제관리시스템에서 접수시 온라인상에서 상

세히 입력하여야 하며, 평가시 연구비 산정의 적절성 검토(조정 가능)

Ⅲ.  신청방법

1. 신청 자격 및 요건

◦ 연구진 구성: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공통)하며 연구책임자는 영문업적 보유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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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2조>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
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 연구소 단위로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이어야 함. (기타 
학술연구기관은 연구팀으로만 신청 가능)

      ※ 연구팀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비 관리가 
가능한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여야 함

      ※ 참여연구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세부 기준 p.8 참조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심사에서 탈락됨.

2.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19년 3월 25일(월) 10:00 ~ 2019년 4월 3일(수) 17:00

◦ 주관연구기관 확인 : 2019년 4월 1일(월) 09:00 ~ 2018년 4월 3일(수) 17:00

        ※ 한국시간 기준이며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주관연구기관 확인 절차는 국내 기관만 해당

3.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 (http://ksps-pms.aks.ac.kr)

        ※ 신청 매뉴얼은 상기 과제관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
여야 함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이 국내 기관인지 해외 기관인지에 따라 온라인 입력 방식
이 다소 상이하므로,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국가,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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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1부 [붙임 3 참조, p.33]

         ※ HWP 또는 MS-word파일로 제출하며, 해외기관 신청 시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

기관장의 서명 필요

◦ 번역 도서 및 번역자 목록 [붙임 4 참조, p.41]

◦ 연구 참여 동의서 [붙임 5 참조, p.42] ※ 연구참여자 전원 서명 필요

◦ 연구비 중앙관리 확인서 [붙임 6 참조, p.44] ※ 사업비 관리부서 서명 필요

◦ 샘플 번역(원문 및 번역본) 각 1부

- 번역 대상 도서 중 1권 A4 10페이지(번역본 기준)

◦ 연구참여자 이력서 각 1부(번역 및 출판 경력 포함)

       ※ 이력서 제출 시, 연구책임자는 본인의 영문업적(영문 논문 및 저서)을 반드시 기재

<유의 사항>
※ 위 제출 서류는 연구책임자 명의로 제출하되,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 연구계획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단, 연구요약문은 한국어, 영어 모두 작성)
※ ‘연구참여자 과제 수행 현황’은 온라인 직접 입력 사항으로, [붙임 7 온라인 화면]

을 참조하여 사전에 내용을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하여야 함. 

5. 신청절차

[1]연구참여자의 
정보입력 및 수정

[2]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제출

[3]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참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신청기간 2주 전에 정보입력 및 수정을 시작하여야 함.

※ 해외 기관의 경우, ‘[3]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절차 생략

 □ 온라인 신청 전

◦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의 정보 입력

-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 (http://ksps-pms.aks.ac.kr)에서 연구참여자

의 정보(인적사항 등 20여개 항목)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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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 정보입력시 유의사항
   -연구참여자 정보입력은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가능
   -2013년 변경된 과제관리시스템에 따라 그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연구

자라도 기본정보(인적사항 등 20여개 항목)를 입력하여야 함. 
   -입력한 연구참여자 정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교

차검토할 예정이므로, KRI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글」,「MS워드」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 함 (국문 또는 영문 중 택1하여 작성).

※ 온라인 신청 전 유의사항
   -연구팀 신청자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

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 연구계획서 온라인 탑재

-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

◦ 신청내용의 수정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신청의 완료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

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

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한 내 미탑재 과제 처리

- 기한 내 연구계획서 미 탑재과제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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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후

◦ 연구책임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사업 신청 통보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국내 기관 과제만 해당)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

단)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제출받

아 기관확인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만일 확

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유의사항
   -온라인 확인 시 온라인 신청화면의 연구과제명과 제출된 계획서 파일의
    연구과제명을 반드시 확인 요망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
   -해당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가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에 기관회원으

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에서 기관회원 가입 신청을 하
여야 함(기관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별도 안내).

6. 신청 및 참여 제한

 □ 신청제한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

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등)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중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

를 받고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제재조치(연구비 회수 등)를 받
고 있는 연구자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
에서 제외함

◦ 동일한 사업 내 2개 이상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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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제한

◦ 연구참여자는 한국학진흥사업 등 교육부 지원 사업에 다음과 같이 

연 3개 과제 동시 참여 가능

      - 예시 1) 연구책임자 1개와 공동연구원 2개 

- 예시 2) 공동연구원 3개

- 본 사업단 글로벌 한국학 사업 중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과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은 두 개 사업 중 1개 과제만 참여 가능

(중복 참여 불가)

       ※ 교육부 학술연구비(한국연구재단 연구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 연구비 
포함)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
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상기 교육부 학술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지원사업(인
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과제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해당 연구지원사
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제한 제외 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
제해결형 연구소 /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 사회
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
시지원, 석학인문강좌,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브랜드강화사업, 
인문한국플러스 HK+ 지원사업 중 성과총괄확산센터)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 연구기간 시작일은 2018. 12. 31. 이전이면서 만
료일은 2019. 12. 31. 이전인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인
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연구기간 개시일이 2018.12.31. 이전이고 만료일이 2019.12.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 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연구보조원의 경우, 1인 1과제에 한하여 한국학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
로 연구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

       ※ 해외 연구자의 경우 교육부(소관부처 포함) 이외 국제교류재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과제 불성실 이행으로 연구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위반 시 제재
처분)

◦ 협약 체결 후,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연구자에 대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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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행동강령」에일반적갑질금지규정등신설하여개념정립예정(권익위, ’18.10)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논문도용, 사학비리 등 교육분야의 갑질은 통상 
권력형 범죄의 양태를 보이며 발생

육부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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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단계

①요건심사

⇒
⇒

②온라인심사 

⇒
⇒

③패널심사

⇒
⇒

④종합심사

신청요강의 
신청요건 

충족여부검토
계획서심사 계획서심사

심의‧선정 및 
최종확정

한국학
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전문심사단 종합심사위원회

※ 온라인심사에서 선정 예정 과제의 2배수 이내 선발
※ 온라인심사에서 선발된 과제에 한하여 온라인심사와 전문심사의 점수 배분
은 4:6으로 하며, 산술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심사절차 및 내용

□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주관 : 한국학진흥사업단

◦ 심사방법 : 서류 요건, 신청 자격 검토, 중복 과제 여부 등 검토 

      □ 제 2 단계 : 온라인 심사

◦ 심사주관 : 전문심사단

◦ 심사방법 : 온라인 심사(개별채점)

◦ 심사내용 :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참여자 역량등을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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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심사내용

주제기획(10)
◦연구 계획 전반이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번역 대상 도서 선정이 적절한가?

연구방법(20) ◦연구 방법이 예상되는 결과물 도출에 적합한가?

연구계획(30)

◦번역·편집진 구성 및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 
◦번역 원고 수정·편집·교열 계획이 적절한가?
◦번역 도서 분량이 적절한가? 
◦연구비 산정 내역이 적절한가? 

집필역량
(20)

원문번역 
충실도(10)

◦원문번역의 정확성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

가독성과 
완성도(5)

◦가독성
◦고유명사 및 용어표기의 통일성

역주 등 
참고사항(5)

◦역주 및 역자해설의 충실성
◦기존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기대 효과(20) ◦최종 결과물의 기대 효과가 높은가?
합계(100)

※ 세부 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자유 신청 고전이 포함된 경우, 그 적절성에 대하여 주제기획(10) 및 기대
효과(20)에 반영

※ 한국학진흥사업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가 신규과제 신청 시 3점 이내로 가
산점 부여(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에 한함)

□ 제 3 단계 : 패널심사

◦ 심사주관 : 전문심사단

◦ 심사방법 : 패널심사(합의제)

◦ 심사내용 :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연구자 역량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온라인 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준용

□ 제 4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합의제

◦ 심사내용 : 요건심사․서류심사 결과 심의, 최종 선정 및 사업

비 배분 확정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공고

◦ 일정 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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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공고방법: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

□ 최종선정 공고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 공고방법: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

□ 협약체결

◦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한국학진흥사업단(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등 4자간 협약 체결

※ 협약서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만 작성하며, 선정과제가 협약체결

을 거부할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됨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한국학진흥

사업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사전 승인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연구자

가 징계를 받은 경우

 ※ 협약체결 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취소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연구기관 중앙관리 계좌로 송금

□ 지급 원칙

◦ 지원 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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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는 연차별로 지급하며, 평가 완료 이후 지급

2. 연구비 관리

□ 관리 원칙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 관리하여야 함.

◦ 단,「학술진흥법」관련 조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Ⅵ.  과제 사후관리

1.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구 분 제출 자료 제출시기

연차보고서(1차) 번역 원고의 30% 이상 연구 개시 후 10개월 이내

연차보고서(2차) 번역 원고의 70% 이상 연구 개시 후 2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번역 원고의 100%, Glossary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최종 결과물 최종 출판물, Glossary 연구 종료 후 3년 이내

2.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1차년도 : 연구 개시 후 10개월 이내

◦ 2차년도 : 연구 개시 후 22개월 이내

□ 제출자료 및 방법

◦ 제출자료

- 연차보고서 1부(한국학진흥사업단 소정 양식)

- 연차결과물 1부

◦ 제출방법 :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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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점검내용

전년도 수행 실적 ◦연구수행의 목표달성도
◦연구수행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다음연도 계획 ◦전년도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연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 연차점검 

□ 점검단계         

①요건심사 ②연차점검 
③정밀평가
(필요 시 실시)

④종합심사
(필요 시 실시)

요건 검토 연차보고서 점검
연차보고서 
정밀평가

심의 및 
최종확정

한국학
진흥사업단

서류심사단 서류심사단 종합심사위원회

※ 연차점검 결과 정밀평가 대상 과제 발생 시, 해당과제 정밀평가를 실시하며,

정밀평가에서 지원중단 과제에 한해 종합심사 실시

      ※ 지원중단 결정 시「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연차점검

◦ 점검항목

◦ 점검결과 및 조치

점검결과 조치사항

통과 계속지원
정밀평가 대상 정밀평가

□ 정밀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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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전년도
수행실적 

(80)

목표달성도
(30)

◦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당해연도 종료시까지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심사소견 반영
(10) ◦ 전년도 심사 소견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질적수준
(30)

◦ 연구방법 및 내용이 충실한가?

◦ 중간결과물의 수준이 높은가?

연구비 집행
(10) ◦ 번역료 지급 및 공동경비 활용이 적절한가?

다음연도 계획 (20)

◦ 전년도 연구와의 연계성이 있으며 연구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었는가?
◦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연구 방법 및 
   절차가 적절한가?

총점(100)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평가결과 조치 사항

70점 이상 사업 계속

70점 미만 지원 중단

4.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자료 및 방법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1부(한국학진흥사업단 소정 양식)

-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 연구결과물 일체 (번역원고 100%)

- Glossary

- 결과물의 출판 계약서 또는 출판 확정 증빙 자료(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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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의 정보 입력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
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방법 :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5. 결과평가

□ 평가단계          

①요건심사 ②서류심사

요건 검토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

한국학진흥사업단 서류심사 평가패널

        ※ 평가 시 번역 결과물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목표달성도(40)
◦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심사소견 반영(10) ◦ 이전 심사 소견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질적수준 (30)
◦ 번역 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 학계의 연구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연구비집행 (10) ◦ 번역료 및 공동경비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활용방안 (10)  ◦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가?

총점 (100)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평가 등급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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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점 수 조치 사항 

PASS 80∼100점 과제 종결 처리 

FAIL 80점 미만
제재 조치 가능

(향후 연구지원 제한 및 
연구비 회수 가능)

       ※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제한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산정

       ※ 제재조치는 별도의 제재조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6. 최종 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 제출자료 : 최종 출판물 (역서) 

◦ 실물 5부 이상, 전자파일 모두 제출

        ※ 북미 및 서유럽 학술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하여야 함.

        ※ 출판물 이외 다른 연구결과물은 최종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 사사표기  

◦ 번역 결과를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사사표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문표기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

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AKS-2019-OOO-OOOOOOO)"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English Translation of 100 Korean Classics
program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9-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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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관련 기타 사항

    □ 중간결과물 공개 및 활용

◦ 중간 연구결과물의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중간결과물을 공개하고 연구자간 토론을 활성화시켜 우수 결과물 도출을 

장려하고자 함.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

흥사업단 홈페이지(http://ksps.aks.ac.kr)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
례(예: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그 제재조치결과 및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 연구결과물의 소유

◦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학술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에 의해 연구비 지급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함.

            ※ 귀속 여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름

◦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연구결과의 공개,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송권은 한

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

    □ 연구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보고서 및 최종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연구지원 신청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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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보고서 및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대한 기타 제재조

치는「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따름.

◦ 연구자는 부과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학 과제

관리시스템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

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

재하여야 하며,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

당 DB자료의 수정·보완을 하여야 하며, 연구수행자가 수정·보완

을 할 수 없을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Ⅶ.  기타사항

1. 간접비 지급

◦ 지원 방식: 총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비율: “인건비+직접비”의 10% 이내(국내·해외기관 공통)

           ※ 단, 국내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당시 고시된 간접비 계상기준이 10% 미

만인 경우 고시율 적용

◦ 총 연구기간 동안 협약체결 당시 책정된 간접비율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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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참고사항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

소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

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

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

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문 의 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진현관(한국학진흥사업단) 101호 

(http://ksps.aks.ac.kr)
   ◦ 사업 관련 문의 
     - 담당자 우평균 : Tel (031) 730-8231 / Fax (031) 730-8249
   ※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global@aks.ac.kr)
   ※ 이메일 문의 후 48시간(공휴일 제외) 이내로 답변이 없을 경우에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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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국내 연구자용)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 연구보조원 수당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
과정,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
한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학사수료생/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석사수료생/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박사수료생: 월 2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
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준
용할 수 있음

2 전임연구인력 수당 :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임 Editor 등

 * 교육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
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 
   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연 3,000만원 이상 / 1인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직접비

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과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
는 기기ㆍ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
대경비

- 품목ㆍ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학술 
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
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ㆍ복사ㆍ인화
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
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
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
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
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
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
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여비는 해당 대학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계상하고,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만 인정

-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
함한다)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

-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
에 대해서만 계상

- 번역료는 A4 1매당 번역료와 예상 원고매수를 정확
하게 제시(예: A4 100매 X 40,000원 = 4,000,000원)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서만 계상

-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 출판비는 연구기간 중 출판계획이 확정된 경우 연
구종료 후 3년 이내 집행 가능

- 출판비는 직접비 예산 항목에서 반드시 계상

학술활
동수당

 1.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
동참여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1인 연480만원이내
                          (월 40만원 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학술활동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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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다. 학술진흥능률성과급
 2. 학술활동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라. 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학술활동준비금
 사. 대학 학술활동 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가. 학술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이하로 책정
 * 단, 협약체결 당시 고시된 간접비 계상기준이 10% 

미만인 경우 고시율 적용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 전임연구인력은 본 사업에서 연구수당을 별도로 계상할 수 없음

☞ 학술연구비(편집비 또는 번역료)와 학술활동수당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2개 중 택1)

- 번역이나 편집 활동에 모두 참여할 경우 번역료와 편집비는 중복 계상 가능.

☞ 4대보험료는 전임연구인력 인건비의 10%로 산정하고, 잔액발생시 인건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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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해외 연구자용)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 연구보조원 수당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
과정,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학사수료생/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내외
- 석사과정생/석사수료생/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내외
- 박사과정생/박사수료생: 월 250만원 내외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위 기
준을 참고하여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
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전임연구인력 수당 :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임 Editor 등

 * 교육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
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 
   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연 3,000만원 이상/ 1인당)
 * 고용 인력의 경력 및 주관연구기관의 보수 규정

에 따라 산정함.
 *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직접비

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과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
는 기기ㆍ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
대경비

- 품목ㆍ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학술 
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
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ㆍ복사ㆍ인화
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
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
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
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
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
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
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여비는 해당 대학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만 인정

-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
함한다)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

-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
에 대해서만 계상

- 번역료는 A4 1매당 번역료와 예상 원고매수를 정확
하게 제시(예: A4 100매 X 40,000원 = 4,000,000원)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서만 계상

-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 출판비는 연구기간 중 출판계획이 확정된 경우 연
구종료 후 3년 이내 집행 가능

- 출판비는 직접비 예산 항목에서 반드시 계상

학술활
동수당

 1.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
동참여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1인 연480만원 내외
                          (월 40만원 내외)
* 인건비와 중복 산정 불가 
* 위 기준을 참고하여 현지 규정에 따라 관련 세법

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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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다. 학술진흥능률성과급
 2. 학술활동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라. 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학술활동준비금
 사. 대학 학술활동 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가. 학술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이하로 책정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 전임연구인력은 본 사업에서 연구수당을 별도로 계상할 수 없음.

☞ 학술연구비(편집비 또는 번역료)와 학술활동수당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2개 중 택1)

- 번역이나 편집 활동에 모두 참여할 경우 번역료와 편집비는 중복 계상 가능.

☞ 번역료는 ‘직접비’ 항목에서 학술연구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측 내부 규정 관련 소

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summer salary’나 ‘class buyout’ 등 인건비로 대체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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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고전 100선 기존 영역본

부분
번역
여부

추천 국역본 지원 여부

1 破閑集 이인로 저/ 박성규 역, 『역주 파

한집』, 보고사, 2012. 

지원(Dennis 
Wuerthner, 

Ruhr University 
Bochum)

2 月印千江之曲 허웅, 『월인천강지곡』, 신구문

화사, 1999.

지원(Thorsten 
Traulsen, Ruhr 

University 
Bochum)

3 太平閑話滑稽傳 부분
번역

서거정 지음/ 이내종 역주, 역주 

태평한화골계전, 태학사, 1998.

4 太平通載 부분
번역

5 樂章歌詞 김명준, 『악장가사』, 지식을 만

드는 지식, 2011.

6 傳奇小說: 周生傳,

崔陟傳, 韋敬天傳

박희병․정길수 역, 『사랑의 죽

음』, 돌베개, 2007.

박희병․정길수 역, 『전란의 소용

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지원(Leighann
Yuh, 강혜정, 

Lief Olsen(이상 
고려대), 

김준형(부산교육
대), 백은석

7 於于野譚 * Oral Literature of 
Korea 
  (Seo Daeseok, 
Chimoondang,
   2005) ⇒ a portion
  Flying to Heaven
  (James Hoyt, 
UNESCO, 1971)

부분
번역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역, 『어우

야담』, 돌베개, 2006. 

8 夢遊錄:

泗水夢遊錄,

江都夢遊錄,

신해진, 『조선후기 몽유록』, 역

락, 2008.

【붙임 2】한국고전 100선 지정 도서 목록 (2019. 1. 기준)

* 그동안 지원되지 않은 고전 중에서 번역 대상 도서 선정 (아래 표에 음영처리 된 기지원 도서는 번

역 대상 아님)

* 목록의 나열 순서는 문학·예술 / 역사·생활 / 사상·종교 순으로 되어 있음

* 고전 목록 중 여러 자료가 한꺼번에 기재된 경우 분량이 짧은 자료끼리 묶어 제시된 것으로, 반드시 

해당 자료들을 빠짐없이 1권 이상으로 번역해야 함.

* 문학, 역사·생활 분야 부분 번역 가능 도서는 분량을 고려하여 번역 대상 부분을 자율 선택하되, 사

상·종교 분야 부분 번역 가능 도서는 해당 도서에서 철학 부분을 선택하여 번역해야 함. 

* 추천 국역본이 있는 경우 원본 주석 등을 반드시 참조

A. 문학·예술분야(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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㺚川夢遊錄,

元生夢遊錄,

大觀齋夢遊錄,

金華寺夢遊錄

9 한국 한시 선집 * Anthology of Korean 
Poetry from the 
Earliest Era to the 
Present(Peter Lee, 
New York: John Day 
Co., 1964)

* Poems from Korea: 
From the Earliest to 
the Present(Peter 
Lee, London: Allen 
and Unwin, 1974)

* Poems from Korea: 
A Historical 
Anthology(Peter Le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

* The Columbia 
Anthology of 
Traditional Korean 
Poetry(Peter Le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10 청주출토
순천김씨 간찰

조항범, 『순천김씨 묘출토간

찰』, 태학사, 1998.

11 玄風郭氏諺簡 백두현,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

12 洪吉童傳
+許筠 한문소설선

13 西浦漫筆 김만중 저/ 심경호 역, 『서포만

필』, 문학동네, 2010.

14 청구영언 부분
번역

15 詩話叢林 부분
번역

홍만종 저/ 차용주 역, 『역주 시

화총림』, 아세아문화사, 2011.

지원
(Christina Han, 
Wilfrid Laurier 

University)

16 彰善感義錄 조성기 저/ 이지영 역, 『창선감

의록』, 문학동네, 2010.

17 宮中隨筆:

癸丑日記,

仁顯王后傳

Richard Rutt, 

Virtuous Women; 

Three Classic Korean 

Novels, Korean 

National Commission 

정은임 교주, 『계축일기』, 이

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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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NESCO, 1974. 

<인현왕후전>

18 海東歌謠

19 英雄小說:

劉忠烈傳, 田禹治傳,

方翰林傳

Zong, In-Sob, Folk 

Tales from Korea 

우리고담,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2.<전우치전>

김현양, 『홍길동전․전우치전』, 

문학동네, 2010.

장시광, 『방한림전』, 이담북스, 

2010.

20 燕巖集選 Choe-Wall, Yang Hi, 

The Jehhol Diary, 

Global Oriental, 2010.

Emanuel Pastreich, 

The Novels of Park 

Jiwon: Translation of 

Overlooked Worlds, 

SNU PRESS, 2011.

21 耳目口心書 정민,『한서이불 논어병풍』, 열

림원, 2003.에 내용의 일부가 번

역

지원(Oh, 
Young Kyun, 
Arizona State 

University)

22 俚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23 思牖樂府 김려 저/ 박혜숙 역, 부령을 그

리며 사유악부 선집, 참 우리 고

전 2, 돌베개, 1996.

김려 저/ 오희복 역, 글짓기 조

심하소-조선 후기 김려의 시와 

글),  보리, 2006.

지원(이현우, 
김원중(이상 
성균관대))

24 다산 정약용 시집 지원(홍진휘, 
건국대)

25  三韓拾遺 김소행/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26 靑丘野談 * Oral Literature of 
Korea 
  (Seo Daeseok, 
Chimoondang,
  2005) ⇒ a portion
  ("Husband and Wife 
in
   Separate Rooms" 
   "The Storyteller 
Omurum"
   "Rain Shower 
Destiny")

최웅,  주해 청구야담, 국학자

료원, 1996.

27 申在孝 판소리 강한영 교주, 『신재효의 판소리 지원(변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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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說集 사설집』, 민중서관, 1971. Ruhr-University 
Bochum)

28 가사 문학선 *Pine River and Lone 
Peak: An anthology 
of Three Choson 
Dynasty Poets, (Peter 
Le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이성일, THE BRUSH 
AND THE SWORD: 
kasa,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08.

임형택 편, 옛 노래, 옛 사람들

의 내면풍경 :신발굴 가사자료집
, 소명출판, 2005.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

구』전21권, 아세아문화사, 

2005.

29 愛情小說: 淑香傳,

淑英娘子傳

이상구 옮김, 『숙향전․숙영낭자

전』, 문학동네, 2010.

지원(손태수, 
성균관대)

30 寓話小說:

鼠大州傳, 장끼전,

두껍전, 鼠獄記,

鼠同知傳

신해진, 『서류 송사형 우화소

설』, 보고사, 2008.

31 世態小說:

裵裨將傳, 烏有蘭傳,

李春風傳

Ewha Womans 

University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The Story of Bae 

Beejang-Korean 

folklore and classics 

Vol. No.8,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76.

32 巫歌: 바리데기 ,

世經本풀이,

袁天綱本풀이

33 民俗劇: 봉산탈춤,

꼭두각시놀음

34 한국 민요집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 집문

당, 1992. 

35 덴동어미花煎歌
+노처녀가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 돌

베개, 2011.

36 六美堂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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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고전 100선 기존 영역본 부분
번역
여부

추천 국역본 지원여부

1 광개토대왕 

비문(廣開土大王碑文)

2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정도전 저/ 한영우 역, 『조선경국전』, 을

재, 2012.

3 養花小錄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양화소록- 선

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아카넷, 2012. 

지원(신정수,
한중연)

4 農事直說

5 山家要錄 전순의 저/ 한복려 엮음, 『다시 보고 배

우는 산가요록』, 궁중음식연구원, 2011.

6 樂學軌範 성현 지음/ 김지용 역, 『악학궤범』, 명문

당, 2011.

7 內訓 소혜왕후 저/ 이민수 옮김, 『내훈』, 홍신

문화사, 1985.

8 경민편(警民編) 김정국 저/ 정호훈 역, 『경민편』, 아카

넷, 2011.

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 

경기도편

1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 

충청도편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

람』, 한국학술정보, 2007.

1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 

경상도편

1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 

전라도편

13 養兒錄 김찬웅, 『선비의 육아일기를 읽다』, 글항

아리, 2008.

14 음식디미방 안동 장씨,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

방』, 궁중음식연구원, 1999.

15 지봉유설(芝峯類說) 이수광 저/  남만성 역, 『지봉유설』, 을

유문화사, 1994.

지원(Adam 
Bohnet,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16 쇄미록(鎖尾錄) 부분
번역

해주오씨 추탄공파 문중, 『국역 쇄미록』, 

경인일보사, 1990.

B. 역사·생활분야(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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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암일기(眉巖日記) 부분
번역

『미암일기초 국역본』, 담양향토문화연구

회, 1996.

18 고대일록(孤臺日錄) 부분
번역

남명학연구원, 『고대일록 역주본』, 태학

사, 2009. 

19 병자록(丙子錄) 나만갑 저/ 윤재영 역, 『병자록』, 정음

사, 1979.

지원(George 
Kallander, 
Syracuse 
University) 

20 도문대작(屠門大嚼) 김풍기 저, 『독서광 허균 - 17세기 조선

문화사의 한 국면』, 제3부 문화와 허균-

허균의 미각적 상상력과 『도문대작』, 그

물, 2013.

21 士小節 이덕무 저/ 김종권 역, 『사소절』 - 한국

고전명저정선 4, 명문당, 1993.

22 海東異蹟 홍만종 저/ 신해진 역, 『해동이적』, 경인

문화사, 2011.

23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신병주ㆍ김문식 저, 『조선 왕실기록문화

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24 영조정순왕후(英祖貞純

王后)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

儀軌)

박소동 역, 『국역 영조정순왕후가레도감

의궤』, 민족문화추진회, 1997.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

하다』, 효형출판, 2001.

25 친경의궤(親耕儀軌)

26 華城城役儀軌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

형출판, 1998.

27 舟橋指南 『준천사실 주교지남(국역)』 - 서울사료

총서8,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01.

28 준천사실(濬川事實) 『준천사실 주교지남(국역)』 - 서울사료

총서8,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01.

29 통문관지(通文館志)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저, 『국역 통

문관지』, 민창문화사, 1991.

30 규장각지(奎章閣志) 이세열 역주, 『규장각지』, 한국학술정보, 

2011. 

31 홍문관지(弘文館志)

32 增正交隣志 부분
번역

김건서 역, 『신편 국역 증정교린지』, 한

국학술정보, 2007.

33 西征日記

34 欽欽新書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역주 흠흠신서』, 

현대실학사, 1999.

35 麻科會通 정약용 저/ 김남일 역, 『마과회통』,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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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사, 2009.

36 玆山魚譜 정약전 저/ 정문기 역, 『자산어보(흑산도

의 물고기들)』, 지식산업사, 2002.

지원(노상호, 
이화여대)

37 增修無冤錄언해 송철의 역주,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서

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8 迂書 유수원 저/ 한영국ㆍ한국고전번역원 역, 

『우서』, 올재클래식스, 2012.

39 청성잡기(靑城雜記) 성대중 저/ 한국고전번역원 역, 『청성잡

기』, 올재클래식스, 2012.

40 발해고(渤海考) 유득공 저/ 정진헌 역, 『발해고』, 서해문

집, 2006.

유득공 저/ 송기호 역, 『발해고』, 홍익출

판사, 2000.

41 黨議通略 이건창 저/ 이근호 역, 『당의통략』, 지만

지고전천줄, 2008.

이건창 저/ 이덕일ㆍ이준녕 해역, 『당의

통략』, 자유문고, 1998.

지원(Joshua 
Van Lie, 
LaGrange 
College)

42 漢京識略 유본예 저/ 권태익 역, 『한경지략』, 탐구

당, 1981.

43 胎敎新記 사주당 저/ 최희석 역, 『부부가 함께 읽

는 태교의 고전 태교신기』, 이담북스, 

2010.

사주당 이씨 저/ 홍순석ㆍ이수경 역, 『태

교 신기-조선시대 여성 실학자 사주당 이

씨의 태교지침서』, 한국문화사, 2011.

44 부아기정(赴俄記程)

45 조선상고문화사(朝鮮上

古文化史)

신채호 저/ 박기봉 역, 『조선상고문화

사』, 비봉출판사, 2007.

신채호 저/ 이만열 역, 『조선상고문화

사』, 형설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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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고전 100선 기존 영역본 부분
번역
여부

추천 국역본 지원 여부

1 大乘起信論
疏

*Wonhyo's 
Commentary on 
the Treatise on 
Awakening of 
Mahayana Faith

 -박성배, SUNY 
Press, 근간

2 회재집

(晦齋集)

부분
번역

박광옥 편/ 박내호 역, 『국역 회재집』, 東洋

學硏究院, 1994.  

고동주 편/ 이백순 역, 『국역 회재집』, 悔齋

集國譯刊行委員會, 1989. 

3 격몽요결

(擊蒙要訣)

이이 저/ 김성원 역, 『신완역 격몽요결』, 명

문당, 2008.  

이이 저/ 장성택 역, 『역해 격몽요결』, 문왕

출판사, 1975.  

박세무 편/ 동양고전연구회 역, 『한눈에 익히

는 동몽선습ㆍ격몽요결』, 나무의 꿈, 2011. 

이이 저/ 이준호 역, 『율곡의 사상(만언봉사

ㆍ천도책ㆍ격몽요결)』, 玄岩社, 1973. 

이이 저/ 김영수 역, 『율곡의 사상(시ㆍ서ㆍ

격몽요결ㆍ성학집요)』, 一信書籍出版社, 

1990. 

이이 저/ 김광언 역, 『율곡의 사상(시ㆍ서ㆍ

동호문답ㆍ격몽요결ㆍ성학집요)』, 學園出版公

社, 1983. 

이이 저/ 성낙훈․조규철 역, 『국역 율곡전서 

06(擊蒙要訣ㆍ祭儀鈔ㆍ經筵日記ㆍ語錄)』, 韓

國精神文化硏究院, 1996. 

4 반계수록

(磻溪隨錄)

부분
번역

유형원 저/ 한장경 역, 『국역주해 반계수록』 

01(전제), 忠南大學校, 1962. 

유형원 저/ 한장경 역, 『국역주해 반계수록』 

02(교선제), 忠南大學校, 1962. 

유형원 저/ 한장경 역, 『국역주해 반계수록』 

03(임관, 직관, 녹제), 忠南大學校, 1966. 

유형원 저/ 한장경 역, 『국역주해 반계수록』 

04(병제, 속편, 보유), 忠南大學校, 1968.

유형원 저, 『반계수록(전제편)』, 農業銀行調

査部, 1959. 

유형원 외 저/ 강만길 외 역, 『한국의 실학사

상(반계수록ㆍ성호사설ㆍ연암집ㆍ북학의ㆍ경

세유표)』, 三省出版社, 1981.  

지원(Timothy 
V. 

Atkinson(한국
외대),

심윤정(Univer
sity of 

Illinois at 
Urbana-Cha

mpaign),
이숙표(한국학
중앙연구원),

김성희(국사편
찬위원회))

5 사변록

(思辨錄)

박세당 저/ 한상갑 외 역, 『사변록』, 민족문

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6. 

서경덕․박세당 저/ 김학주 역, 『화담집ㆍ사변

록』, 大洋書籍, 1972. 

C. 사상·종교분야(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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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존언

(存言) 

Peter Lee ed.,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ume II,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에 발췌 번역

부분
번역

정제두 저/ 성낙훈 외 역. 『국역 하곡집』 

01,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5. 

정제두 저, 윤남한 외 역, 『국역 하곡집』 

02,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6.

※ 존언만 따로 번역된 것은 없지만 위의 하

곡집 번역을 참조할 수 있다.

지원(Edward 
Chung,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7 외암유고

(巍巖遺稿)

Peter Lee ed.,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ume II, 에 발췌 

번역

부분
번역

외암사상연구소 역, 『역주(譯註) 외암 이간의 

철학과 삶』, 도서출판 다운샘, 2008.

8 성호사설

(星湖僿說)

Peter Lee ed.,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ume II 에 발췌 

번역

부분
번역

『국역성호사설』(1~11), 민족문화추진회, 

1977∼1979.

9 경의기문록

(經義記聞錄)

Peter Lee ed.,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ume II 에 

발췌되어 영역

이상곤, 『한원진 - 18세기 기호유학을 이끈 

호학의 일인자』, 성균관대출판부, 2009. 에 

일부 번역

10 圓嶠集選

11 녹려잡지

(鹿廬雜識) 

Peter Lee ed.,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ume II 에 발췌 

번역

12 醫山問答+尺
牘

13 논어고금주

(論語古今註)

정약용 저/ 이지형 역, 『역주 논어고금주』, 

사암, 2010. 

정약용 저/ 실시학사경학연구회 역, 『다산의 

경학세계』, 한길사, 2002. 

정약용 저/ 박완식 외 역, 『국역 여유당전서 

경집 02~04(논어고금주)』, 전주대학교출판

부, 1989. 

지원(김홍경,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14 日得錄

15 阮堂集 김정희 저/ 임정기 역, 『국역 완당전집』 01,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95. 

김정희 저/ 신호열 역, 『국역 완당전집』 02,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8.

김정희 저/ 신호열 역, 『국역 완당전집』 03,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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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서선생아

언(華書先生

雅言)

17 납량사의(納

凉私議)

18 氣學

19 人政

20 양명학연론(

陽明學演論)

지원(김학재, 
세명대)

※ 총 101권의 도서 기지원 도서 17권(문학·예술 9권, 역사·생활 4권, 사상·종교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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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연구계획서 양식

2019년도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연구계획서 (표지-국내기관용)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목표 역서 출판 총       권

연구규모

연구기간 년

신청연구비

1차년도 원

2차년도 원

3차년도 원

합계 원

참여 인원

총 참여인원 명

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번역 대상 

도서

지정 도서(100선) 예) ‘A-1(破閑集), B-1(광개토대왕 비문)’

자유 신청 도서 ‘고전명(출판연도, 저자)’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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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연구계획서 (표지-해외기관용)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

기관

기관명 국가

대표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서명)

(이메일)

과제

관리부서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서명)

(이메일)

연구목표 역서 출판 총       권

연구규모

연구기간 년

신청연구비

1차년도 원

2차년도 원

3차년도 원

합계 원

참여 인원

총 참여인원 명

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번역 대상 

도서

지정 도서(100선) 예) ‘A-1(破閑集), B-1(광개토대왕 비문)’

자유 신청 도서 ‘고전명(출판연도, 저자)’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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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작성요령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국내·해외 기관은 표지 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연구계획서 

본문 양식은 동일)

○ 연구계획서는 30매 이내로 작성함.

(본문의 문자 크기는 휴먼명조 12,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 요망)

○ 연구계획서는 국·영문 중 택1하여 작성하되, 초록은 국·영문 모두 작성 

○ 신청요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연구계획서 파일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로 제한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계획서 본문에 신청자 및 연구 참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비 집행 계획은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한국학 과

제관리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붙임4] ‘번역 도서 및 번역자 목록’ 및 [붙임 5] ‘연구 참여 동의서’는 심사시 

제외될 예정이므로 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7] ‘연구참여자 연구과제 수행현황’은 연구계획서 제출시점에서 현재 수  

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현황을 온라인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과제  

가 선정되더라도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단위로 신청할 경우 신청 연구소가 대학부설연구소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신청 연구책임자가 연구소장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 과제 심사 시, 연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오픈평가’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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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문 (국문)

과제명

▣ 사업 목표 

▣ 기대 효과 

▣ 사업 내용 

▣ 키워드

  ※ 연구요약문(국·영문) 온라인 입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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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Project (English)

과제명

▣ Project Objectives

▣ Expected Effects

▣ Contents of Project

▣ Keywords

  ※ 연구요약문(국·영문) 온라인 입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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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계 획 서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번역 대상 도서 

(신청 연구비에 따라 최종 출판 권수가 총 1~4권이 되도록 기획)

○ 번역 대상 도서 목록

구분 분야 번역대상 
도서명

출판
연도 저자 영문 가제 부분 번역 

여부
최종 출판 

권수

지정 문학 破閑集 1260 이인로 전체 번역 1권

자유 문학 櫟翁稗說 1342 이제현 전체 번역 1권

☞ 부분 번역의 경우, 번역 대상 부분 및 분량, 사유를 상세히 추가 서술

○ 샘플 번역 도서 

(위 번역 대상 도서 중 1권을 택하여 샘플 번역 도서로 명시한 후, A4용지 10쪽 

분량(번역본 기준)을 번역하여 별도 파일로 제출: 원본 및 영문 번역본 모두 제출)

도서명 출판연도 저자 출판사 번역 분량(쪽)

3. 대상 도서 번역의 필요성 (자유 신청 도서에 한함)

(자유 신청 도서 선정 사유, 영문 번역의 의의, 중요성, 시의성 등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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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및 내용

(연차별 연구방법 및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각각 기술)

☞ 도서별 번역의 대상 판본, 참조할 국역본 및 연구서를 반드시 명시

5. 연구수행일정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계획을 기술)

☞ 향후 연구수행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게 적용할 계획
이므로 공동연구원별로 실질적인 역할분담내역 및 연구수행계획을 기술함. 연구책임자도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관리의 기능만 담당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심
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

< 예시 >

구    분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책임

공동연구원
갑
을

6. 연구비 규모(온라인 입력 병행)

차년도
(단위:      . 환율:        )

항 목 내 용 예산액 산출 내역 비 고

인건비
전임연구인력

연구보조원

(소계)

직접비

번역료

편집비

출판 보조비

학술활동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소계)

계   ≒                   KRW

 ※ 반드시 본 양식에 작성하고, 사업비 항목별 편성 기준표<붙임 1, p.19>를 준용
 ※ 항목별 산출 내역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 1∼3년차의 연구비 집행 계획표를 연차별로 작성하여 총 3개 표로 작성
 ※ 예산서는 모두 실제 사용할 현지화 기준으로 작성하되, 총액은 해당하는 한화 금액 병기 필수(적용 환율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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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결과물 관련사항 및 결과물 활용방안

○ 출판전략, 기획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8. 과제 수행기관 현황 <과제 수행기관이 연구소인 경우에만 기재>

(운영 및 연구인력 현황, 시설 및 연구장비 등 보유 현황, 행정지원체계 등 기술)

9. 기타사항

○ 기타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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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번역 도서 및 번역자 목록

번역 도서 및 번역자 목록

지원과제명

순
번

번역 도서 번역자

도서
구분 국문/한자 영문(가제) 성명 생년 소속 및 직위 전공 E-mail

1 지정
(A-26)

靑丘野談 Oral Literature
of Korea

홍길동 1960 한국대학교 
교수

고전
문학

hong@kore
a.com

2 자유 

3

4

5

※동 페이지는 심사 시 제외될 예정이므로, 번역자를 실명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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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서  명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공동연구원 ○○○

【붙임 5】연구 참여 동의서 

※ 보조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 참여자는 아래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국내 
연구자 및 해외 연구자용이 각각 다르므로, 해당 동의서에 정보를 기입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인 연구자는 모두 국내 연구자용을 작성합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국내 연구자용)
본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지원하는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

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협약서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

입니다.

본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

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

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 포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본인은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관련 사실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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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해외 연구자용)

본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지원하는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

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협약서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

입니다.

본인은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인의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공하는 데 동

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서  명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공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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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연구비 중앙관리 확인서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연구비 중앙관리 확인서

□ 기관명:

□ 과제명:

□ 연구책임자: 

□ 확인사항

 ※ 연구비 중앙 관리

   ① 연구비 중앙 관리란 주관연구기관의 특정 전담기구가 개별 연구자를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연구비를 관리・집행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의미함.

   ② 주관연구기관장은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업 관리 및 투명한 연

구비 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하여야 함.

   ③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기간 내 연구책임자의 임기를 보장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

학진흥사업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④ 연구비 정밀정산을 위하여 사업단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영수증 사

본 등 필요한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본 기관은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연구비를 위와 같이 

 중앙관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중앙관리부서장 확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E-mail/전화):

서명(Signature):

별첨: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 정보(해외 계좌만 작성)
※ 계좌정보가 신청 당시 없을 경우, 최종선정 통보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47/51
2019년도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신청요강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 정보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

PROJECT TITLE

PROJECT 
DIRECTOR

UNIVERSITY

COUNTRY

NAME ON 
ACCOUNT

BANK NAME

BANK BRANCH

BANK ADDRESS

ACCOUNT
NUMBER

ROUTING 
NUMBER

SWIFT
NUMBER

IBAN

UNIT OF 
CURRENCY
(KRW, USD…)

사업비 수령 가능한 화폐 단위 입력

REMARKS

※ 내용은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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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온라인 제출 사항

※ ‘참여자 연구과제 수행 현황’은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온라인 제공 화면을 참

고하시어 사전에 내용을 준비하신 후 신청 기간 중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반에 대한 매뉴얼은 ‘16년 3월 초 과제관리시스템에 게재 예정)

참여자 연구과제 수행 현황

※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작성함.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과제를 기재 (종료된 과제는 기재하지 않음.)
※ '역할‘에는 기존수행과제에서의 역할(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박사급연

구원) 기재
※ '지원기관‘에는 한국연구재단,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등 모

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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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고전명(국문/영문) 번역자명 권수 분야

1

간양록(看羊錄)
Kenneth Robinson, 

Jahyun Kim Haboush
1 역사/생활A Korean War Captive in Japan, 1597–1600: The 

Writings of Kang Hang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2 한문소설선 Ann Sung-hi Lee 1 문학
3 벽위편(闢衛編) Donald Baker 1 역사/생활

4

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박씨전(朴氏傳)

신정수, Peter Lee 1 문학‘The Tale of Lay Pak‘ and ’A Tale of Two Sisters’ in 
Premodern Korean Literary Prose(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5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Kenneth Robinson 1 역사/생활

6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Richard D. McBride II 1 사상/종교Doctrine and Practice in Medieval Korean Buddhism: The 
Collected Works of Uichon (Univ. of Hawaii Press, 2016)

7

삼봉집(三峰集) (불교 논설 포함)

David Robinson 1 사상/종교Seeking Order in a Tumultuous Age: The Writings of 
Chŏng Tojŏn, a Korean Neo-Confucian
(Univ. of Hawaii Press, 2016)

8

현정론(顯正論)+심기리편 및 불씨잡변

A. Charles Muller 1 사상/종교Korea's Great Buddhist-Confucian Debate: The Treatises 
of Chong Tojon (Sambong) and Hamho Tuktong 
(Univ. of Hawaii Press, 2015)

9

자성록

Edward Y. J. Chang 1 사상/종교A Korean Confucian Way of Life and Thought: The 
Chasongnok 
(Univ. of Hawaii Press, 2015)

10
동경대전(東經大全)

George Kallander 1 사상/종교Salvation through Dissent: Tonghak Heterodoxy and 
Early Modern Korea (Univ. of Hawaii Press, 2013)

11 최문창후전집(崔文昌侯全集)(최치원전집) Jinhua Chen 1 문학

12 용재총화(慵齋叢話) Lee Jungchul, Dennis 
Lee 1 문학

13 삼국유사(三國遺事)

Boudewijn Walraven, 

Remco Breuker, Grace 

Koh

1 역사/생활

14

고려도경(高麗圖經)

Sem Vermeersch 1 역사/생활A Chinese Traveler in Medieval Korea: Xu Jing's 
Illustrated Account of the Xuanhe Embassy to Koryŏ 
(Univ. of Hawaii Press, 2016)

15 서유견문(西遊見聞)

Sinwoo Lee,  

Hanmee Na Kim, Min 

Suh Son, 

F. Ranallo-Higgins, 

John B. Duncan

1 역사/생활

16

일제강점기 역사문화 논설집 Christopher P. 

Hanscom, 

Walter K. Lew, 

Youngju Ryu

1 역사/생활
Imperatives of Culture: Selected Essays on Korean 
History, Literature, and Society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Univ. of Hawaii Press, 2013)

17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 Jörg Plassen, 최연식 1 사상/종교
18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Robert Gimello 1 사상/종교

【붙임 8】기 지원 고전 목록 

※ 기 지원 도서 중 15권 출판 완료 (음영표시된 도서가 출판완료 도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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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고전명(국문/영문) 번역자명 권수 분야

19

지눌(知訥) 선집(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Robert Buswell 1 사상/종교Numinous Awareness Is Never Dark: The Korean 
Buddhist Master Chinul's Excerpts on Zen Practice 
(Univ. of Hawaii Press 2016)

20

선가귀감(禪家龜鑑)

John Jorgensen 1 사상/종교A Handbook of Korean Zen Practice: A Mirror on the 
Son School of Buddhism
(Univ. of Hawaii Press, 2015)

21 고려후기 선불교집 Patrick Uhlmann 1 사상/종교
22 귀원정종(歸源正宗) Mark Nathan 1 사상/종교

23

어느 수도인의 회상

Jinyoung Park 1 사상/종교Reflections of a Zen Buddhist Nun: Essays by Zen 
Master Kim Iryop
(Univ. of Hawaii Press, 2014)

24 시화총림(詩話叢林) Christina Han 1 문학
25 지봉유설(芝峯類說) Adam Bohnet 1 역사/생활
26 병자록(丙子錄) George Kallander 1 역사/생활
27 당의통략(黨議通略) Joshua Van  Lieu 1 역사/생활

28

논어고금주 I, II, III

김홍경 3 사상/종교
The Analects of Dasan, Volume I: A Korean Sycretic 
Reading (University of Oxford, 2016)
The Analects of Dasan, Volume II: A Korean Sycretic 
Reading (University of Oxford, 2017)

29 동국이상국집(東國李相國集) *동명왕편 Remco Breuker 1 문학
30 보한집(補閑集) Peter Yun 1 문학
31 금오신화(金鰲新話) Dennis  Wuerthner 1 문학
32 동문선(東文選)(고려논설선(高麗論說選)) Wei Xin 1 문학
33 열하일기(熱河日記) Marion Eggert 1 문학
34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Werner Sasse 1 역사/생활
35 이향견문록(異鄕見聞錄) Adam Bohnet 1 역사/생활
36 북학의(北學議) Seung B. Kye 1 역사/생활
37 택리지(擇里志) Inshil Choe Yoon 1 역사/생활
38 규합총서(閨閤叢書) Michael Pettid 1 역사/생활

39
정감록(鄭鑑錄)

John Jorgensen 1 역사/생활The Foresight of Dark Knowing(Univ. of Hawaii Press, 
2018)

40 화담집(花潭集) Isabelle Sancho 1 사상/종교
41 성학집요(聖學輯要) Young-chan Ro 1 사상/종교
42 남명집(南冥集) John B. Duncan 1 사상/종교

43
중용자잠(中庸自箴)+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
Donald Baker 1 사상/종교

44 파한집(破閑集) Dennis Wuerthner 1 문학
45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Thorsten Traulsen 1 문학
46 다산 정약용 시집 홍진휘 2 문학
47 존언(存言) Edward Chung 1 사상/종교
48 愛情小說: 숙향전(淑香傳),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 손태수 1 문학

49 반계수록(磻溪隨錄)

Timothy V. Atkinson, 

심윤정, 

이숙표, 김성희

4 사상/종교

50
전기소설(傳奇小說): 주생전(周生傳),최척전(崔陟傳),

위경천전(韋敬天傳))

Leighann Yuh,  

강혜정, 

Lief Olsen, 김준형, 

백은석

1 문학



51/51
2019년도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신청요강

연번 고전명(국문/영문) 번역자명 권수 분야

51 천예록(天倪錄)

Leighann Yuh,  강혜정

Lief Olsen, 김준형, 

백은석

2 문학

52 사유악부(思牖樂府) 이현우, 김원중 1 문학
53 申在孝 판소리 辭說集: 春香歌(男唱) & 春香歌(童唱) 변계원 1 문학
54 자산어보(玆山魚譜) 노상호 1 역사/생활

55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 김수아, John 
Jorgensen 1 사상/종교

56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Jamie Jungmin Yoo 2 문학

57
이옥 선집(李鈺選集): 이언,심생전, 이홍전, 장복선전,

가자송실솔전, 유광억전, 경금소부
김원중, 이현우 1 문학

58 고려사 서홍원, Howard Kahm, 
이신우 2 역사/생활

59 무예도보통지 김성남, 이정하 4 역사/생활
60 양명학연론 김학재 1 사상/종교
61 조선불교통사 Pori Park 1 사상/종교
62 선문수경, 선문사변만어 장은화 2 사상/종교
63 양화소록 신정수 1 역사/생활
64 논어고금주 IV. V. VI 김홍경 3 사상/종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