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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Curriculum Vitae) 

 
성   명 남 윤 주 (南 閠 珠)  

직   위  건국대학교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 KU연구전임 부교수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중장비실험동 407호  

E-mail supia05@konkuk.ac.kr  

연구분야 
심리언어학(문장 및 담화 처리), 인지/신경언어학, 이중언어습득 
및 처리, EEG(ERP) 및 안구운동추적기법(Eye-tracking methods) 

 

학력 박사 2014.0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지도교수: 홍우평) 

석사 2008.02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독어학 전공(지도교수: 구명철) 

학사 2006.02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 경제학과 (복수전공) 
 

경력 2019-현재 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KU연구전임 부교수 

2017-2019 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KU연구전임 조교수 

2015-2017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학술교수  

2014-2015 
건국대학교 BK 21 플러스, 문화콘텐츠 및 융합커뮤니케이션  
특화전문인재양성 사업단 산학협력전담연구원 

2008-2010 ㈜ STX 경영기획실 해외업무팀 
 

 

장학 및 수상 2014 BK21 플러스 박사과정 장학금, 건국대학교 

2010-2014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장학금, 건국대학교 

2006-2008 강의 · 연구지원장학금, 서울대학교  

2006 서울대학교 우등졸업 

2001-2006 성적우수장학금, 서울대학교 

연구경력 2019-2021 2019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 
- 언어커뮤니케이션의 화용적 특성에 관한 인지신경언어학적 고찰 

(2년 / 총 4천만원)  

2018-2023 2018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공동연구원 
- 가상현실 속 인간의 현존감 제고를 위한 인지 친화적 인터랙션디자
인 

 (3+2년 / 총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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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 2015년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연구책임자 
 - 문장층위와 담화층위에서 일어나는 한국어 부정 처리에 대한 다층적  
    비교연구 (3년 / 총 1억 2천만원) 

2015  Lab-STICC, Telecom Bretagne, Institut Mines-Telecom, France 
 방문연구 (초청교수: Claude Berrou) 

 2006-2014 연구보조원 
- 의료커뮤니케이션의 대화 분석적 연구(PI. 서울대 강창우 교수님) 
-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구조: 기능주의적 분석 

(PI. 건국대 홍우평 교수님) 
- 의미의 문맥의존성(PI. 가천대 정동규 교수님) 
- 제2언어 통사처리와 의미처리의 인지신경기제: 한국인 학습자의  
- 독일어 문장 이해에 대한 ERP 연구(PI. 건국대 홍우평 교수님) 
- 문장층위와 담화층위의 선취적 언어처리(PI. 건국대 홍우평 교수님) 

논문실적  
(p.4-7) 

 
 

2014-2022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OPUS): 9편 (주저자 7편)  
[대표실적]  

– Nam, Y. et al. (2021).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SSCI, Q1, IF 4.157, First Author) 

– Nam, Y. et al. (2021). Language, Cognition and Neuroscience (SSCI,  
Top 10%, IF 1.87, Corresponding Author) 

– Nam, Y., & Hong, U. (2019). Brain and Language (SSCI, Top 10%, 
IF. 2.339, First Author)   

2020-2022 국제학술지 심사 중 

– Acta Psychologica (SSCI , IF 1.380, Corresponding Author, under 
second review)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SSCI, Top 2%, IF 
3.169, Co-Author) 

2013-2021 국내학술지(KCI): 26편 (주저자 20편)  

학술대회  
발표실적 
(p.7-11)   

2012-2021 국제학술대회 발표: 31건  

2012-2021 국내학술대회 발표: 20건 

교육경력 
(p. 12~14) 

2012-현재 건국대학교 교양대학/휴먼ICT 연계전공/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현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2016-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공학과/언어인지과학과  

2016-2018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2011-2016 가천대학교 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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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문실적 

I-1. 국제학술지 논문실적  

9. Nam, Y et al. (2021). Eye Movement Patterns Reflecting Cybersickness: Evidence from Different Experience 
Modes of a Virtual Reality Gam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SSCI,  IF  
4.157), Published Online:28 Dec 2021, https://doi.org/10.1089/cyber.2021.0167, (First Author) 

8. Nam, Y., Jeong, H., & Y-J, K. (2021). An Eye-Tracking Study on the Word Order Preference and the Effect of 
Phrasal Length in Korean.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SCOPUS), (First Author) 

7. Nam, Y et al. (2021). Electrophysiological correlates of the action vs. role relations congruencies in visually 
situated auditory sentence processing in Korean, Language, Cognition and Neuroscience (SSCI, IF 
1.870), 36(5), 649-667, DOI: 10.1080/23273798.2021.1874441 (Corresponding Author) 

6. Nam, Y., & Hong, U. (2019). Behavioral and neural evidence on the processing of ambiguous adjective-noun 
dependencies in 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Brain and Language (Top 3%, SSCI, IF. 2.339), 
188, 28-41. (First Author) 

5. Nam, Y., & Hong, U. (2016). Local and global semantic integration in an argument structure: ERP evidence 
from Korean. Brain Research (SCI, IF. 2.746), 1642, 590-602. (First-Author) 

4. Nam, Y., Yun, H., & Hong, U. (2016). Toward a unified account of the length effects in sentenc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Linguistic Research (SCOPUS), 33(1), 135-175. (First Author) 

3. Nam, Y., Jeong, H., & Hong, U. (2014). Semantic integration between an attributive adjective and a noun in 
Korean sentence processing. Linguistic Research (SCOPUS), 31(2), 357-378. (First Author) 

2. Gerth, S., Otto, C., Nam, Y., & Felser, C. (2017). Strength of garden-path effects i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processing of subject-object ambigu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A&HCI). 
21(2), 125-144. (Co-Author) 

1. Yun, H., Nam, Y., Yoo, D., & Hong, U. (2015). The effect of role shifting and expectation in the processing of 
center-embed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SCOPUS), 32(2), 313-353. (Co-
Author) 

 

 

산학연 프로젝
트 

(p.15-18) 

2019 SBS 그것이 알고싶다 “아동유투버의 명과 암” 

2019 EBS 다큐프라임 “진정성 시대” 

2018 SK 브로드밴드 “살아있는 동화 효과 검증” 
2018 현대 모비스 “AVN 사용자 매뉴얼 개선 평가” 

20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통합 NTS 행동관찰 분석 

2016 LG V10 사용자 매뉴얼 개선을 위한 뉴로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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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국내학술지 논문실적  

26. 남윤주, 박기효 (2020). 한국어 부정 유형에 따른 전제 의미의 심리적 실재성, 언어 45(4), 843-
862 (공동 제1 및 교신저자) 

25. 정해권, 남윤주, 이선영 (2020).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격 표지 및 동사 의미 처리에 
대한 뇌파 연구, 이중언어학 80, 169~201 (공동저자) 

24. 남윤주, 정혜녕 (2020). 한국어 화행 인지의 시간적 처리 과정에 관한 ERP 연구, 언어 45(2), 
287-314. (공동 제1 및 교신저자) 

23. 박기효, 홍우평, 남윤주 (2020). 한국어 중의적 비교 구문 처리에 관한 안구운동추적연구, 언어
와 언어학 88, 77-106. (공동 제1 및 교신저자) 

22. 이선영, 남윤주, 정해권 (2020).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격 표지 및 동사 의미 처리에 
대한 뇌파 연구, 이중언어학 80, 169-201. (공동저자) 

21. 남윤주 (2019). 한국어 비교문장을 이용한 문장 진리치 판단에 관한 ERP 연구. 언어와 정보 
23(3), 19-38. (단독) 

20. 정혜녕, 남윤주 (2019). 한국인 영어 L2 학습자의 일치 유인(agreement attraction)현상에 대한 안
구운동추적연구: 국지적 명사의 유생성과 동사의 수 형태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84, 
77-102. (교신저자) 

19. 남윤주 외 (2019). 뇌파측정을 통한 완벽주의 개선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문학치
료연구, 제50집, 57-92. (교신저자) 

18. 정혜녕, 홍우평, 남윤주 (2018).  광고 모델의 시선 방향이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안구운동
추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45, 171-205. (교신저자) 

17. 남윤주, 홍우평 (2018).  문장 정서가와 이모티콘 정서가의 통합 처리에 대한 ERP 증거. 언어
와 정보 22(3), 45-65. (주저자) 

16. 정혜녕, 이지연, 남윤주 (2018). 광고 모델의 위치와 시선 방향이 소비자의 시각적 주의, 태도 
및 재인에 미치는 효과: 안구운동추적기법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9(7), 29-53. (교신저
자) 

15. 남윤주, 유제욱, 홍우평 (2018). 한국어 산출에서 문장성분의 의미적 속성이 어순선호에 미치
는 영향. 언어와 정보 22(1), 203-215. (주저자) 

14. 정혜녕, 남윤주 (2017). 리뷰 텍스트의 신뢰도 관여 요인에 대한 안구운동추적 연구. 텍스트언
어학 43, 193~219. (교신저자) 

13. 남윤주, 홍우평 (2017). 한국어 여격 구문 처리에서의 어순 선호도에 대한 ERP 증거. 언어와 
정보 21(3), 25-39. (주저자) 

12. 남윤주 (2017).  통사처리 관련 ERP 성분의 기능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ELAN과 P600 
성분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21(2), 115-136.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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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윤주 (2016). 부정문 처리와 문장 진리치 판단의 인지신경기제: 한국어 통사적 부정문과 어
휘적 부정문에 대한 ERP 연구, 인지과학 27(3), 469-499. (단독) 

10. 남윤주, 정혜인 (2016). 한국어 술어 은유처리에 대한 ERP 연구, 언어와 정보 20(2), 93-116. (교
신저자) 

9. 남윤주 & 홍우평 (2015). 중국인 후기 제2언어 학습자의 한국어 의미처리: 문장이해 과정의 국
지적/전역적 의미통합에 대한 사건관련전위(ERP)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7(2), 183-200. (주저자) 

8. 정은용 & 남윤주 (2014). 그림정보의 명확성이 비주얼 광고텍스트의 이해전략에 미치는 영향 – 
안구운동추적(Eye-tracking) 연구. 텍스트언어학 36, 323-354. (교신저자) 

7. 남윤주 & 홍우평 (2014).  L2로서의 한국어 자연발화 코퍼스의 구축과 활용. 통일인문학 제57
집, 193-220. (주저자) 

6. 남윤주 & 홍우평 (2013). 제2언어 형태-통사처리의 인지신경기제 – 한국인 학습자의 독일어 주
어-동사 일치 처리에 대한 ERP 연구. 독어학 제28집, 41-68. (주저자) 

5. 남윤주 & 홍우평 (2013). 언어산출에서 문장성분의 길이가 어순에 미치는 영향. 인지과학 제24
권 제1호, 1-24. (주저자) 

4. 백준오, 남윤주, 김영주 (2019). 한국어 수식절 처리의 상대적 난이도: 시선추적 연구, 국어국문
학 189, 147-183. (공동저자) 

3. 윤홍옥, 이동수, 남윤주, 홍우평 (2017).  The predictability effect on eye movement in reading Korean 
dative sentences, 언어와 정보 21(1), 73-99. (공동저자) 

2. 이선영, 정해권, 남윤주 (2016). 한국어 의미역 처리에 대한 ERP 연구: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바탕으로, 언어 41(2), 313-339. (공동저자) 

1. 홍우평 & 남윤주 (2014).  L2 습득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 독일언어문학 제 63집, 43-64. (공동
저자) 

 

 

II. 학술대회 발표실적 

II-1. 국제학술대회  

31. Yunju Nam, Kihyo Park (2022). Processing presupposition “not again” in Korean.  The 35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Sentence Processing,  24 - 26 March, 2022, Hosted by UC Santa Cruz, USA. 

30. Yunju Nam, Hyenyeong Chung (2022).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study on the adjunct and argument 
ordering in Korean. The 35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Sentence Processing,  24 - 26 March, 
2022, Hosted by UC Santa Cruz,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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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Yunju Nam, Hyenyeong Chung, Soojeong Kim, Upyong Hong (2022). Production-comprehension asymmetry 
in the processing of multiple adjuncts in Korean. The 35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Sentence 
Processing,  24 - 26 March, 2022, Hosted by UC Santa Cruz, USA. 

28. Yunju Nam, Hyenyeong Chung, Shinae Yun (2022). The electrophysiological evidence on the processing of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e 35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Sentence Processing,  24 - 
26 March, 2022, Hosted by UC Santa Cruz, USA. 

27. Kihyo Park, Yunju Nam, Upyong Hong (2019). On the semantics-driven disambiguation in the processing of 
Korean. comparative constructions. 25th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Moscow, Russia, 6-8 September, 
2019. 

26. Jewook Yoo, Yunju Nam, Soojeong Kim, Upyong Hong (2019). Word order preference in the on-line 
processing of multiple adverbial constructions of Korean. 25th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Moscow, 
Russia, 6-8 September, 2019. 

25. Yunju Nam, Gayeong Kang, Upyong Hong (2019). An ERPs study on the truth value judgment in the Korean 
comparative sentences processing. 25th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Moscow, Russia, 6-8 September, 
2019. 

24. Hyenyeong Chung, Upyong Hong, Yunju Nam (2019). Attraction effect in the processing of number agreement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25th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Moscow, Russia, 6-8 September, 
2019. 

23. Nam, Y., Chung, H., Kim, S., Hong, U. (2019). Eye-tracking study on the apology text. 20th European 
Conference on Eye Movements. Alicante, Spain, 18-22 August, 2019. 

22. Chung, H., Nam, Y.,  Hong, U. (2019). Native vs. non-native processing of English number agreement: Eye-
movement evidence on the attraction effect. 20th European Conference on Eye Movements. Alicante, 
Spain, 18-22 August, 2019. 

21. Nam, Y., & Hong, U. (2018).  How free is the word order of free word order languages? ERP evidence on 
the positional preference of temporal adverbs in 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31th Annual CUNY 
conference, UC Davis, California, USA, March 15-17, 2018 

20. Nam, Y., Yoo, J. & Hong, U. (2018).  Long-before-short vs. time-before-location: Word order preference in 
the production of Korean sentences with multiple adjuncts. 31th Annual CUNY conference, UC Davis, 
California, USA, March 15-17, 2018 

19. Nam, Y. (2017). Truth value judgment and negation processing in Korean, InterCLAP 2017,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October 19, 2017 (Invited Speaker) 

18. Nam, Y., & Hong, U. (2017).  Interactions between sentences and emoticons in text processing: ERP evidence.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University of Lancaster, UK, 
September 7-9, 2017 

17. Nam et al., (2017).  The Time-course of Reflexive Binding in Korean:Behavioural and Neurophysiological 
Evidence.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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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caster, UK, September 7-9, 2017 

16. Nam, Y. (2016).  Dominant roles of the negative value in processing emotional messages and emoticons,  
49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as Linguistica Europaea, Naples, Italy, August 31-September 3, 2016 

15. Noh, S., Nam, Y., Hong, U., & Isaacowitz, D. M. (2016).  Age Differences in Facial Emotion Recognition 
and Gaze Patterns in Koreans, Cognitive Aging Conference, Atlanta, Georgia, USA, April 14-17, 2016. 

14. Yun, H., Lee, D., Nam, Y., Hong, U., & Yoo, D. (2016).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across 
Individuals in Expectation-driven Comprehension. 29th Annual CUNY conference,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orida, March 3-5, 2016. 

13. Nam, Y., & Hong, U. (2015). An ERP study on negation processing without lexical association effect. XII 
International symposium of psycholinguistics, Valencia, Spain, July 1–4, 2015 

12. Chung, E. & Nam, Y. (2015). Detecting Emotion via Language or Emoticon? -An ERP Study. XII International 
symposium of psycholinguistics, Valencia, Spain, July 1- 4, 2015.  

11. Nam, Y., Lee, D., & Hong, U. (2014).  The N400, index of lexical association or semantic integration. 28th 
Annual CUNY conferenc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rch 19-21, 2015 

10. Nam, Y., Jeong, H., & Hong, U. (2014). Syntactic and semantic integration between an attributive adjective 
and a noun in Korean: ERP evid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rocessing of East Asian Language 
(ICPEAL), Seoul, Korea, October 25-26, 2014. 

9. Nam, Y., Yun, H., & Hong, U. (2014). Speakers are interconnected with comprehenders - The asymmetry of 
argument order by long before short preference in Korea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rocessing of 
East Asian Language (ICPEAL), Seoul, Korea, October 25- 26, 2014. 

8. Nam, Y., Jeong, H., & Hong, U. (2014). From case markers to phrase structures: ERP evidence on predictive 
sentence processing in Korean,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University of Edinburgh, UK, September 4-6, 2014. 

7. Nam, Y., Yun, H. & Hong, U. (2014). Speakers are interconnected with comprehenders: The Asymmetry of 
Argument Order by Long-before-short Preference in Korean. 36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Quebec City, Canada, July 23 - 26, 2014. 

6. Lee, S., Jeong, H., & Nam, Y. (2014). ERP evidence for syntactic representation of case markers in Korean: 
Data from a picture-sentence verification task. East Asian Psycholinguistic Colloquium (EAPC 2), 
University of Chicago, USA, March 8, 2014. 

5. Lee, S., Jeong, H., & Nam, Y.. (2014). Heritage speakers' processing of case markers in Korean: Data from ERP 
studies, 2014 KAFLE-KOTESOL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October 3-5, 2014. 

4. Yun, H., Nam, Y., & Lee, B. (2014). Expectation-based Sentence Comprehension in Korean: Evidence from 
Behavioral and Neurological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Siem Reap, Cambodia, January 9-11. 2014. 

3. Yun, H., Hong, U. , & Nam, Y. (2013). Argument order as an expectation trigger in Korean, 35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Berlin, Germany, July 31-August 3, 2013 

2. Nam, Y., Min, B., & Hong, U. (2012). Syntactic indeterminacy effect on semantic integration - An ER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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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University of Trento, 
Trento, Italy, September 6-8, 2012. 

1. Hong, U., Nam, Y., & Kim, H. (2012). Long before short preference in on-line sentence comprehension - An 
eye-tracking study in Korean. Architectures and Mechanisms for Language Processing (AMLaP), 
University of Trento, Trento, Italy, September 6-8, 2012. 

 

II-2. 국내학술대회 

20. Yunju Nam, Hyenyeong Chung, Shin-ae Yoon (2021). The electro-pshyological evidence on the processing of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 2021 한국언어학회 신진학자 심포지엄  

19. Kihyo Park & Yunju Nam (2021) Projecting presupposition “not again”. 2021 한국언어학회 신진학자 심
포지엄  

18. 남윤주, 백준오, 김영주, 홍우평 (2021). Word order preferences in competition: ‘time before place’ vs. 
‘long before short’ in Korean sentence processing. 한국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 2021.08.12. 

17. 남윤주 (2021). 신경언어학 특강. 한국언어학회 여름언어학학교, 2021.08.09~11 

16. 정혜녕, & 남윤주 (2019). Effects of animacy and learners’proficiency on the local agreement attraction in 
L2 processing.  한국심리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9.02.21. 

15. 남윤주, 유제욱, 정혜녕, & 홍우평 (2018). ‘Long before short’ vs. ‘Time before Place’:Word order 
preference in the production of Korean sentences with multiple adjuncts. 한국심리언어학회 정기
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8.02.08. 

14. 이선영, 남윤주, 서지혜, 홍우평, & 정해권 (2018). Behavioral and neural evidence for the processing 
of reflexive binding in Korean: the noun phrase vs. reflexive anaphor, 한국심리언어학회 정기학술
대회, 고려대학교, 2018.02.08. 

13. 이선영, 정해권, 남윤주, & 서지혜 (2017). Brain Responses to the Semantic and Syntactic Anomalies in 
a Picture-Sentence Verification Task in Korean.  한국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7.05.27. 

\ 

12. 남윤주 (2016). 안구운동추적기법을 이용한 텍스트 처리 연 구. 2016 텍스트 언어학회 연차학술
대회 특강, 서울대학교, 2016.04.16. 

11. 남윤주 (2016). 한국어 형용사-명사 의미통합 구문의 의미적 수용성 분석: ANOVA vs. 이항로지
스틱 모형. 한국언어학회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서울대학교, 2016.01.14. 

10. 남윤주 & 홍우평 (2016). ERPs evidence on the processing of locally ambiguous NPs in Korean.  한국
언어학회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서울대학교, 2016.01.14. 

9. 남윤주 (2015). 한국어 문장처리의 인지신경기제 - 문장성분의 의미통합에 관한 ERP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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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정보학회 가을정기학술대회 박사논문 주제발표, 경북대학교, 2015.11.28. 

8. 남윤주 (2014). L2 습득과 처리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접근, 한국영어교육학회 튜토리얼 특강, 명
지대학교, 2014.08.22. 

7. 남윤주, 윤홍옥, 정은용 & 홍우평 (2014). Case markers indicate how the syntactic structure unfolds -An 
ERP study on the processing of Korean center-embedded clauses. 2014 언어정보학회 워크숍, 서
울대학교, 2014.06.21. 

6. 남윤주, 정혜인 & 홍우평 (2014). L2 문장처리에서 진행되는 다층적 의미통합의 인지신경기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처리에 대한 ERP 연구. 한국심리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 건국
대학교, 2014.02.15. 

5. 윤홍옥, 이동수, 남윤주 & 정은용 (2014). The effect of role predictability and role filler predictability in 
Korean sentence processing.  한국심리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 건국대학교, 2014.02.15. 

4. 남윤주 & 홍우평 (2013). 언어산출에서 문장성분의 길이가 어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언어
학회 정기학술대회, 서강대학교, 2013.02.15. 

3. 이선영, 정해권 & 남윤주 (2013). An ERP study of semantic and syntactic processing of Korean case 
marking based on a picture verification task. 한국심리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 서강대학교, 
2013.02.15. 

2. 남윤주 & 홍우평 (2012). 언어정보처리의 전기생리학적 이해. 제8회 학제간 융합세미나, 건국대
학교, 2012.07.26. 

1. 남윤주, 민병경 & 홍우평 (2012). 실시간 언어처리에서 문장성분의 의미통합에 대한 ERP 연구. 
2012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2.06.02. 

 

III. 교육경력 

2021.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어문화학과  
- 심리언어학과 KFL연구 

2021.1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커뮤니케이션과 인지(전공) 
- 인지심리학(전공) 

 
2020.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휴먼감성인지데이터분석실습(연계전공)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 교육및심리측정세미나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감성인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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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양대학 
-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론(대학원) 
-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 휴먼감성인지데이터분석실습(연계전공) 

2019.1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인지과학특별주제연구(대학원) 
- 대중매체와 언어(전공) 
- 휴먼감성인지데이터분석방법론(연계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 심리언어학(전공) 

2018.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양대학 
- 이중언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어문화학과  
- 최신언어교육이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공학과 
- 인지과학입문(전공) 
- 심리언어학(전공) 

2018.1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양대학 
- 실험화용론(대학원) 
- 대중매체와 언어(전공) 
- 휴먼감성인지데이터분석방법론(전공) 
- 언어의 세계(교양)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 기초일반언어학(전공) 
- 응용언어학(전공)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어문화학과  
- 심리언어학과 KFL연구(대학원) 

2017.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양대학  
- 정서커뮤니케이션심리학(대학원) 
-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 다언어주의의 이론과 실제(전공) 
- 언어의 세계(교양) 

2017.1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양대학 
-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 처리(대학원) 
- 대중매체와 언어(전공) 
- 감성인지데이터분석실습 (Prime 연계전공) 
- 언어의 세계(교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 심리언어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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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겨울계절학기 서울대학교 교양대학 
- 말과 마음 

2016.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양대학  
- 사회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대학원) 
-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 다언어주의의 이론과 실제(전공),  
- 언어의 세계(교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 뇌와 인지(전공) 

2016. 여름 계절학기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 심리언어학(전공) 

2016.1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양대학  
- 커뮤니케이션과 인지(전공) 
-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시각(전공) 
- 대중매체와 언어(전공) 
- 언어의 세계(교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 신경언어학(전공) 

2015. 겨울계절학기 가천대학교 교양대학 
- 언어와 마음(교양)   

2015.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양대학 
-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 다언어주의의 이론과 실제(전공)  
- 언어의 세계(교양) 

2015.1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전공)/교양대학 
-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 처리(대학원) 
- 언어의 세계(교양) 

가천대학교 교양대학 
- 언어와 마음(교양) 2강좌 

2014.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교양대학 
- 인지심리학세미나(대학원) 
-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 언어의 세계(교양) 

2014.1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교양대학 
- 인지과학특별주제연구(대학원) 
- 언어의 세계(교양) 

가천대학교 교양대학 
- 언어와 마음 2강좌 

2013.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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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2013.1학기 가천대학교 교양대학 
- 언어와 마음 2강좌 

2012.2학기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전공) 
- 언어커뮤니케이션의 기초(지정교양) 

2012.1학기 가천대학교 교양대학 
- 언어와 마음 4강좌 

2011.1학기 가천대학교 교양대학 
- 언어와 마음 2강좌 

 

IV. 산학연 프로젝트 

1.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지반응 데이터에 기반한 아동 유튜브 채널 흥미
요인 및 주의집중도 평가” 

• 진행일정: 2019.05~08월 
• 협력업체: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연구방법: 시선추적(Eye-tracking) 기법, 설문조사 기법, 사후 인터뷰  
• 연구문제: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 컨텐츠 내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특정함. 

– 인기 유튜브 채널에 대한 아동의 주목도 및 흥미도가 다른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가? 

– 인기 채널 영상 콘텐츠 내 등장하는 어떤 요소에 가장 많이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 

– 영상 구성 요소 중 어떠한 요인이 영상의 흥미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 실험내용 

– 실험 대상: 6-7세 아동 6명 (+3명) 
(유튜브 보람튜브 채널 시청 경험이 많은 집단 3명 / 시청 경험이 없는 집단 3명) 

– 실험 장비: Eye-tracker: SMI RED 500 / 250 Hz 

– 소요 시간: 1인당 1시간 30분 내외 (시선추적 및 사전/후 설문, 인터뷰 등 포함) 
• 실험결과 

• 2019년 8월 3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81회 “키즈 유투버의 명과 암”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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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S 다큐프라임 “인지반응 데이터에 기반한 공적 사과문의 진정성 평가” 

• 진행일정: 2019.04~05월 
• 협력업체: EBS 다큐프라임  
• 연구방법: 시선추적(Eye-tracking) 기법, 설문조사 기법 
• 연구문제: 대중들의 진정성 공감도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사과문 구성요인이 무엇인지를 특
정함 

– 어떠한 요인이 공적 사과문의 진정성 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 대중은 공적 사과문을 읽을 때 어떠한 용어 및 표현에 가장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   
 

• 실험내용 

– 오프라인 과제: 20대 이상 성인 37 명 (남 17 명 / 여 20 명) 

– 아이트래킹 실험: 성인 20명(20대 남 5명, 여 5명 / 30대 남 5명, 여 5명) 

– 실험 장비: Eye-tracker: SMI RED 500 / 250 Hz, Face reader: Noldus Face reader  
• 2019년 10월 7일 EBS 다큐프라임 진정성 시대 1부 “진정한 사과”편 방송 

(https://youtu.be/Q0C3GPttTng) 

    

 

3. SK브로드밴드 “살아있는 동화” 효과 검증 

• 진행일정: 2018.09~11월 
• 협력업체: SK브로드밴드 
• 연구방법: 뇌파측정기법(EEG), 시선추적기법(Eye-tracking), 페이스 리딩(Face reader) 
• 연구문제: ‘살아있는 동화’ 이용자(아동)의 동화 콘텐츠에 대한 차별적 인지반응 유형 및 강도
검증 

https://youtu.be/Q0C3GPtt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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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이 직접 색칠한 그림이 등장하는 ‘살아있는 동화’를 시청할 때 아동
의  
주의 집중도, 몰입도와 같은 인지반응의 강도가 일반동화 시청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가? 

–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이 직접 색칠한 그림이 등장하는 ‘살아있는 동화’ 콘텐츠가 아동
의 통합적 창의력 관련 뇌 활동을 일반동화보다 더 강하게 유발하는가? 

• 실험내용 

– 실험 대상: 만 6세 아동 4명 (남자 2, 여자 2) 

– 측정 데이터: 동화 시청 시 아동의 안구운동, 표정, 뇌파의 실시간 변화 추이 

– 실험 장비: EEG: V-amp EEG 4채널 / Eye-tracker: SMI RED 500 / 250 Hz  
Face reader: Noldus Face reader 아동용 모델  

• SK 브로드밴드 살아있는 동화 학습효과 전격 분석 Youtube 콘텐츠 
(https://www.youtube.com/watch?v=VCuUwqYBqi8) 
  
 

4. 차량 AVN 사용자 매뉴얼 개선 평가를 위한 뉴로 리서치 

• 진행일정: 2018.07~09월 
• 협력업체: ㈜ AST, 현대 모비스 
• 연구방법: 시선추적기법(Eye-tracking) 
• 연구문제: 안구 운동 측정 실험을 통한 수정 전 매뉴얼과 수정 후 매뉴얼의 가독성 비교 검증 
• 실험내용 

– 현재 현대 자동차 운전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 7명을 대상으로 12개 과제에 대한 안구운
동추적실험 진행 완료 (최종 목표 인원: 20~60대 연령대별 성인 남녀 총 10명) 

– 실험 장비: SMI RED 500 / 250 Hz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통합 NTS 행동관찰 분석  

• 진행일정: 2017.11~12월 
• 협력업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연구방법: 시선추적기법(Eye-tracking) 
• 연구문제: 철도 운행 중 이례상황에서의 철도관련 종사자의 대응 및 조치 행동 시 안구 운동 
측정 

• 실험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VCuUwqYBq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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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사, 역무원, 기관사 숙련자 그룹에 대한 안구 운동 추적 실험을 진행 

– 시나리오 1 ‘역사(평촌 역) 내 화재’에 대한 안구 운동 추적 실험 결과 분석 

– 시뮬레이션 시작 후 역사 내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의 안구 운동 데
이터 분석 

– 실험 장비: SMI ETG (60Hz)  

 

 

 

 

 

6. LG V10 사용자 매뉴얼 개선을 위한 뉴로 리서치  

• 진행일정: 2016.04~06 
• 협력업체: LG 전자, ㈜ Textree 
• 취지 

– 휴대폰 내장 사용자 매뉴얼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차별적 평가 도구 발굴 

– 사용자 휴먼 팩터 계량화를 위한 인지심리학적 실험기법의 활용가치 입증 

– 시선추적 데이터 수집 및 활용법 제시 

– 고객사의 향후 유관 과제 수주/수행 역량 제고 

• 프로젝트 진행 내용 

– LG 폰 사용자/비사용자에게 V10 핸드폰의 특정 기능 활용 과제를 부여하고 시선추적기법
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유형별 사전처리, 계량화, 시각화 

– 데이터 유형별 해석 방향 및 함의사항 적시 

– V10의 QHelp 사용성 개선안 도출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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