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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9-5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공고 제2019-01호

2019년도 한국학진흥사업 공고

2019년도 한국학진흥사업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한국학 거점 지원 및 인력 양성을 통한 한국학 우수 인재 육성

◦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과 DB 구축을 통한 연구기반 강화 및 한국학 기초 연구

◦ 한국학 연구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한국학 위상 제고

◦ 한국학 지식 재생산의 원천 제공 및 독창적인 연구이론 발전의 기틀 마련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군 사업명 2019년
사업비

신규예산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대상 연구개시
(예정)

한국학
진흥사업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세계화랩 3,900 300(1)  300 5년 연구팀 8.1

해외한국학중핵
대학육성사업

3,841 334(2) 200 5년 해외 한국학 거점 대학 6.1.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1,622 500(10) 50~100 3년
연구팀(책임자: 현지 정규 대학 또는 

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
6.1.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

498 204(4) 25~100 3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팀, 연구소, 개인
6.1

2. 신청 및 참여 제한

□ 교육부 학술연구비(한국학진흥사업, 한국연구재단 등)는 1인이 연 3개 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

는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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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글로벌한국학’사업군의 참여 과제 수(1과제) 제한을 폐지하고 위의 과제 참여

제한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한국학세계화랩’사업과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은 두

사업 중 1개 과제만 참여 가능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시작일은 2018. 12. 31. 이전이면서 만료일은 

2019.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신청요강 참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한국학진흥사업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ksps-pms.aks.ac.kr)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1부 등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기타 제출 서류는 세부 사업별 신청요강 참조

4. 신청 기간 및 문의처

구분 사업군 사업명 신청기간 담당자 및 연락처

한국학
진흥사업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세계화랩 2019.05.01. ~ 05.08.
이주혜

 tel: 031-730-8244
global@aks.ac.kr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 2019.03.11. ~ 03.18.
이주혜

 tel: 031-730-8244
global@aks.ac.kr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2019.03.04. ~ 03.11.
김예원

 tel: 031-730-8246
global@aks.ac.kr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2019.03.25. ~ 04.03.
우평균

 tel: 031-730-8231
global@ak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