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재단 신임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인사드립니다.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올해(2023년)부터 한국연구재단(NRF)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맡게 된 전우현 교수입니다. 첫 인사를
드립니다. 인문사회 연구의 어려움 속에서 연구 정책을 이끌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연구자분들께서
학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에 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문사회 연구 분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구가 국민 생활과 국가 발전에 공헌하게 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학문분야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과제 사업 개시일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3회(5월, 7월, 9월)였던 사업 개시가 올해부터 2회(상반기 6월 1일, 하반기 9월 1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2. 특별회계 반영으로 학문후속세대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학술연구교수 A유형과 B유형의 신규과제가 확대되었습니다. B유형은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생 장려금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과제당
2,000만원씩 300개 과제입니다. 

(기존) ’22년 (개편) ’23년
사업 개시일 사업 개시일

신진연구, 저술출판 5.1. 신진연구, 저술출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중견연구, 공동연구, 융합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우수학자

6.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중견연구, 
공동연구, 융합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7.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우수학자,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 

사회과학연구지원
9.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 

사회과학연구지원
9.1.



3.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우수연구집단육성 내 아젠다연구(단기 지원)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구지원 규모를 경량화하여 사회 및 학술환경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4. 인문사회기반 융·복합 연구지원을 강화해갈 예정입니다.
작년 인문사회연구소 내 미래공유형을 신설하여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일반공동 내 융복합연구에 대한 연구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5. 논문을 투고하실 때, 부실의심학술지에 조심해주십시오.
부실의심학술지 논문 수가 최근 5년간 3.6배로 늘어났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대상으로 부실학술지 확인을 위해 SAFE 활용 권장 안내와 교육을 통한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 

6. 작년에 이어 연구계획서의 유사도·중복성 검토도 지속됩니다.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윤리를 위해 2021년에 처음 연구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전한 연구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인문사회 계열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전우현 교수 拜

구분 (기존) ’22년 (개편) ’23년

사회
과학
지원
연구
(ssk)

우수
연구
집단
육성

(소형) 단계지속형
10년 우수

연구
집단
육성

(소형) 단계지속형 10년
(계속)(중형) 단계발전형 (중형) 단계발전형

- - 아젠다연구
[신규]

(단기) 
창의·도전형 3년

연구집단지원 3년 연구집단지원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