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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Bangkok Transit System), 일명 Skytrain이라 불리는 전철의 외벽광고 "우리 나이에도 멋지게 여행해요" :  

태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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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8년 아시아연구소는 연구, 교류, 자료의 축적과 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

여 수행하는 대규모 종합형 연구소로서,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연구소가 가진 풍부한 지식과 연구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려고 노

력하였습니다. 2009년,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라는 비전하에 설립된 이래 아시아 시대

의 선도적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매진하였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연구  

소외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센터를 추가로 출범시키고, 전통적인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과 함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때,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각 지역과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시아지역리뷰 웹진 <다양성+Asia>를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타자화된 

아시아 연구에서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협력하여 연구하고, 범아시

아적인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시아지역정보공유시스템 개발에 착수

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의 체계적 축적과 관리, 그리고 확산의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해는  

서울대 교내의 아시아연구 및 교육기관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9년 아시아연구소 10주년을 맞아 선도적 지식을 생산하는 21세기 융복합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

다. 학내외에서 아시아연구소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아시아연

구소 1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가을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선도적 지식을 생산하는 
21세기 융복합연구소로 도약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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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지역과 주제를 연결하는 학제적 융합연구의 플랫폼 구축

2018년도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연결하는 학제적 융합연구의 플랫폼 구

축’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였다. 1단계(2013~2017년) 아시아기초연구 사업을 통하

여 아시아 기반구축사업 단위로 지역연구센터와 주제연구센터 및 프로그램이 방대

한 규모의 자료를 산출·축적하고,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연구의 폭을 더 넓

히기 위하여 연구 소외지역인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관련 연구센터와 국제개발협력

연구센터를 출범시켰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축적 및 과

학적으로 분류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내외 아시아 연

구자들의 학술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시아지역정보센터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아시아연구소 산하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관련 데이타 공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네트워

크를 확장하는 등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관련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서울대 연구소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아시아 관련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2018년도에 수행한 연구과제 규모는 10개 과제에 16억 8천

만 원에 달한다. 순수연구 외에도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책연구과제 규모는 4개 과제 3억 2천5백만 원 규모이

다. 이를 위해 연구자 네트워크 및 학술교류를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를 100회 이상 개최하였다. 서울대출판문화원 <아시아연구총서> 국/영

문 시리즈를 통해 총 7권이 출간되었고, 교외 출판사(진인진)의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아시아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 총 6권이 출간되었

다. 그중 5권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아시아연구소는 2018년도 서울대 연구소 평가

를 통해 최고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아시아 문화교류 지원

2018년 11월, 한국-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태국문화주간을 마련하였다. 행사기간에는 한-태 관계, 태국의 음식, 관광 및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학술대회와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태국문화주간 첫날 개막식에서는 학술제와 대사초청강연이 있었다. 박수진  소장(아시

아연구소)의 환영사와 박찬욱 총장(대행), 이혁 사무총장(한-아세안센터)의 축사 후에는 전재만 교수(국립외교원 고문, 겸임교수, 전 주태국대

사), 김홍구 교수(부산외국어대), 누안노이 교수(태국 출라롱콘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윤진표 교수(성신여대)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씽텅 주한 

태국대사 초청강연 시간에는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강연이  있었고, 뒤이어 서울대 및 타 대

학의 태국 유학생과 주한 태국대사와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교내외 태국 및 동남아 관련 주요 인사가 다수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태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태국을 널리 알리고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는 양국 간 교류협력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아시아연구소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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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 교육과 지원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우수한 박사과정 

학생들이 논문작성의 최종과정에서 논문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박사논문작성지원사

업을 통하여 3명의 박사과정생을 지원하였고, 4명에게 석박사학위논문상을 수여

하였다. 이외에도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을 통하여 체재비와 항공료 등을 지

원하였다.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아시아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모집,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내외 대학에서 21명의 학생이 연구연수생으로 선발되어 교육과 연구행정을 결합한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Friends of Asia를 통하여 아시아지역 학생들의 아시아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와 통합 증진

을 지원하였다.

새로운 연구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작과 기존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사업에서의 결실 

2018년, 아시아연구소는 새롭게 방문학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1명의 아

시아 전문연구자를 펠로우로 선정하며 연구자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외에도 6

개국에서 12명의 방문학자가 아시아연구소를 찾아 협력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아시아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알릴 기회를 마련했다: Korea and Viet-

nam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ges (2018. 6, 서울), Social Well-Being 

in the Asian Context (2018. 6, 서울), InterAsian Connections VI: Hanoi (2018. 12, 

하노이),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 (2019. 1, 파리).

아시아연구소는 국립대만대, 태국 출라롱콘대, 방글라데시 치타공독립대 등과의 새로운 연구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일본, 중국, 동남아 및 유

럽과 미주 지역의 많은 연구자가 방문하여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2018년 아시아연구소를 찾은 주요 해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Michael Feener (Oxford Centre for Islamic Studies), Tin Maung Maung Than (ISEAS-Yusof Ishak Institute), Dang Nguyen Anh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ong-Sik Lee (Univ. of Pennsylvania), Gary Gereffi (Duke Univ.). 

Michael Feener 
(Oxford Centre for 
Islamic Studies)

Tin Maung Maung Than
(ISEAS-Yusof Ishak 

Institute)

Chong-Sik Lee 
(Univ. of Pennsylvania)

Dang Nguyen Anh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Gary Gereffi 
(Duke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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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방콕 수쿰윗 38에 위치한 유명한 '쪽(죽)' 골목 - 해질녁에 문 열기 시작해 동틀 때까지 영업을 하며 태국식 죽 맛집들로 유명한 곳.  

이제는 오랜 역사를 뒤로 하고 이 곳에 아파트(콘도)를 짓기로 결정하며 가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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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 참여 및 지원: '북핵위기와 정상회담', '아시아의 신지경학' 학술회의

＊ 현대 아시아 지역연구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학제적 연구 과제 수행

＊ 동북아 관련 최근 이슈에 관한 각종 학술 행사 진행

＊ 한국-중국 대외관계 논의를 위한 해외 기관과 교류

연구성과 목록 

김병연, 이정민(2018)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과 경제적 성과. 한국경제학회 제66권 1호

김병연, 김다울(2018) 북한이탈주민의 비공식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 비교경제연구 제25권 1호

사람들

디렉터: 김병연(경제학과)

공동연구원: 김용호(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문우종(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이승준(경제학과)

＊ 동남아 인식강화 프로젝트로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동남아 열린 강연 진행

＊ 아세안공동체 출범 이후 아세안 신흥국의 역동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

＊ 동남아 이슬람 금융의 원리와 실천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이슈페이퍼 및 정책보고서 출간

＊ 이론적-실용적-대안적 연구 역량을 갖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의 허브 구축 

＊ 아세안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연구성과 목록 

최경희(2018)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 4강 외교에서 5강 외교로. 가톨릭 평화연구 제1권 1호

이지혁(2018) 이슬람 경제의 태동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반응에 대한 다층적 분석. 아시아연구 제 21권 4호

이지혁(2018) <바틱으로 보다: 자바, 인도네시아 이야기>. 세창출판사

사람들

디렉터: 오명석(인류학과)

전임연구원: 이지은(아시아연구소), 이지혁(사회과학연구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수진(인류학과), 문지호(영어영문학과), 이경빈(인류학과)

동북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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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이동과 흐름의 현상을 포착하고, 그로 인한 지역 형성의 동학 연구

＊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책연구기관과 대외정책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학술적 교류 도모 

＊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이동과 흐름’이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2회), 특별강연(2회), 현지답사(1회) 실시

＊ 공동연구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선택’ 과제의 단행본 출판 예정(2019년 봄, 여름)

＊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생한 최근 이슈와 동향에 대한 특강과 세미나(3회) 개최 

연구성과 목록 

신범식(2018) 탈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의 국민국가 건설과 이슬람. 세계지역논총 36집 2호

최아영(2018) 공립학교 히잡 착용 금지 논쟁을 통해 본 현대 카자흐스탄 이슬람의 특성. 노어노문학 제 30권 4호

강정원 외(2018)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키르기스스탄>. 민속원

사람들

디렉터: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전임연구원: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고가영(한국외대)

연구원: 이금강(연구관리)

연구보조원: 조대현(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지원 마지막 해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상호연관성을 모색

＊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진 역동적 교류와 협력을 과거와 현재의 맥락에서 검토 

＊ 동아시아 경제·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 통합적 관점의 연구를 위해 서울대 아시아지역 관련 연구소들과 공동 주관하여 북핵위기에 관

한 아시아 각국의 관점 점검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고대 동아시아를 통합하게 한 통로들을 융합적 연구로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 주최 

연구성과 목록 

임혜란(2018)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고일홍(2019) 문명 교류의 허브 ‘교역항’에서의 수공업 생산: 사천 늑도 유적의 수공업 공방지 재조명. 아시아리뷰 제8권 제2호

고일홍(2018) 北韓 考古學界 最近 現況 檢討 -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호서고고학 41: 102-131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현주(환경계획학과)

전임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성규(아시아연구소), 문우종(아시아연구소), 박용하(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심우진(서울대), 정재호(서울대)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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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주의 도시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 - 공유도시, 탈냉전 평화도시,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저성장 회복도시 - 등을 연구

＊ 투기적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전환랩을 준비하여 도시공유운동(urban commons movement) 및 시민자산화를 실천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과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 공유운동을 주제로 ‘2018 커먼즈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군사기지도시와 접경도시의 성격이 중첩된 경기도 파주시를 사례로 아카이브 연구와 인터뷰 등 현지조사 진행

＊ 동아시아 맥락에서 수자원과 도시화/산업화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 작업 수행

＊ 제조업 산업단지 기반 지방도시의 성장과 위기 과정을 고찰

＊ 산업/노동 측면에서 도심 제조업과 연계된 도시의 경제적 회복력 연구

연구성과 목록 

Doucette, J. & Park, B.G. (Eds.)(2018) <Developmentalist Cities? Interrogating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Brill

Glassman, J.(2018) <Drums of War, Drums of Development>.Brill

Shin, H.R. & Chae, S.W.(2018)
Urbanisation and Land use Transition in a Second-tier City: The Emergence of Small 

Factories in Gimpo, South Korea.Land Use Policy, 77

Lee, S.H., Hwang, J.T. & Lee, J.P. (2018)
The Production of a National Riskscape and its Fractures: Nuclear Power Facility Location 

Policy in South Korea Erdkunde, 72(2)

Hong, Z. & Park, I.K.(2018)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on Individual Pro-Environmental Be-

havior in China. Sustainability, 10(10)

Mouffe, C. [이승원 역](2018)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문학세계사

이승욱(2018)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 갈등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5호

황진태·박배균(2018)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공간과 사회 제28권 3호

사람들

디렉터: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고민경(아시아연구소), 김동완(경남대), 김용창(지리학과), 김은혜(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박인권(서울시립대),  

                     박철현(국민대), 손정원(런던대), 신현방(런던정경대), 신혜란(지리학과), 이상헌(한신대), 이선화(山东大学),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전홍규(오사카시립대), 정현주(환경대학원),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상현(경희대), 지주형(경남대), 최영래(플로리다국제대), 최영진(교육종합연구원), 

                     Jamie Doucette(U. of Manchester), Jim Glassman(U. of British Columbia), Jinn-yuh Hsu(Nat’l Taiwan U.)

전임연구원: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오근상(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연구원: 강수영(학술연구), 최희진(학술연구), 한윤애(학술연구)

연구보조원: 박지혁(서울대), 송은영(서울대), 이동광(서울대), 이민주(서울시립대), 최하니(서울대), 홍예륜(서울대), 홍철(서울시립대)

행정지원: 정민하(일반회계/행정)

아시아도시사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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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8년의 연구 프로젝트인 ‘East Asia's Strategic Responses to the Rise of China: Identifying and Accounting for Intra-

Regional Variations’가 마무리되고 2019년에 출판 될 예정(SSCI Journal)

＊ 2017년의 연구 프로젝트인 ‘How America and China See Each Other: Charting National Views and Official Perceptions’가 The 

Pacific Review (SSCI)에 게재 확정(Vol. 32, No. 2 게재 예정, 온라인상 기출간)

＊ 미-중 관계를 주제로 한 5차례의 월례 세미나 개최

＊ "제7차 한·일 중국정세 대화"를 도쿄대와 공동 개최(2018년 11월)

＊ 이론적-실용적-대안적 연구 역량을 갖춘 미-중관계 연구의 허브 구축

연구성과 목록 

Chung, J.H.(2019)
How America and China See Each Other: Charting National Views and Official Perceptions. The 

Pacific Review, 32(2)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헌준(고려대), Shawn Ho Yuan Sheng (Nanyang Technological U.)

연구보조원: 이영준(서울대)

미-중관계 프로그램

＊ KOSSDA 2.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아시아연구소 3.0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

＊ 주요 조사자료 142건, 17,000여 조사자료변수 및 4,000여 자료이용문헌 등 DB 구축,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KOSSDA 데이터 

페어, 방법론교육워크숍, 논문경진대회 등 다양한 교육 사업 수행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사회과학분야 DB 구축 연구', '아시아연구소 연구자료 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아시아 7개국 

Social Well-Being 국제비교조사 데이터 통합 연구' 등 아카이빙 관련 연구 수행

＊ 통계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스토리텔링하는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발간

＊ 아시아 데이터 공유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동아시아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브 네트워크(NASSDA)' 및 ‘Social Well-Being 국제

조사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속 추진

연구성과 목록 

이재열 외(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람들

원장: 이재열(사회학과)

부원장: 구혜란(사회발전연구소)

공동연구원: 금현섭(행정대학원), 김석호(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신정철(교육학과), 이현정(인류학과), 임동균(서울시립대),   

                    홍백의(사회복지학과)

전임연구원: 최문희(아시아연구소)

연구원: 고지영(방법론교육), 김혜진(질적자료), 반미희(방법론교육), 이상운(아카이빙총괄), 장지영(대외협력), 한아름(양적자료),  

            허혜옥(양적자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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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을 선진국의 발전궤적과 비교분석

＊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제공 

＊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거버넌스 연구

연구성과 목록 

  김의영·미우라 히로키(2018)
지역기반 시민정치 교육의 내부적 긴장성 문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수업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정치연구 제27권 3호

  김의영·미우라 히로키(2018)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의 현대사적 형성과 특징: UIA 데이터(1982~2015)를 활용한 지역 간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7권 4호

  김의영 외(2018) <관악구의 시민정치: 서울대생과 지역주민, 공무원이 참여관찰한 6가지 사례>. 푸른길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외(2018) <지역·참여 기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김의영·이현정 엮음(2019) <시민정치의 문화기술지>. 푸른길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외(2019)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주도 교육혁신 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람들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안도경(정치외교학부), 미우라 히로키(한국정치연구소)

연구보조원: 김동욱(서울대), 신이수(서울대), 이원동(서울대), 한석구(서울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아시아 시민사회의 세계화 과정에서의 적응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수행

＊ 시민사회 지형도 파악 및 각종 현안 분석, 진단 및 처방

＊ 아시아 및 국제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초통계 자료 구축

＊ 한국 및 일본 지역 시민사회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CSR) 비교연구 수행 

＊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영역 개입 과정 연구

＊ 시민사회, CSR, 정치사회학, Global Value Chain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행사 개최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목록 

Lee, J.K., & Lim, H.C.(2018)
<Mobile Asia: Capitalisms, Value Chain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n Asi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공석기 외(2018) <한국 시민사회를 새롭게하라>. 진인진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공동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김태균(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심국보(서울대)

시민사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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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관련된 연구 진행

＊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 수행

＊ 기술진보 관점에서 미국특허청(USPTO)에서 1976년부터 출원된 500만 개 이상의 특허 자료 수집

＊ SSCI급 국제 학술지에 2편의 논문 게재

＊ 정기 워크숍(6회) 및 국제 학술대회(2회) 개최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연구성과 목록 

Shin, W., & Ahn, D. (2018)
Trade Gains from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orld Trade Review, 1-31

Ahn, D., Kwon, K., Lee, J., & Park, J. H. (2018)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WTO Safeguard Actions. Journal of World 

Trade, 52(3)

사람들

공동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안덕근(국제대학원)

공동연구원: 서명환(경제학부), 이재민(법학전문대학원), 이지홍(경제학부)

연구보조원: 강민구(경제학부), 김공현(경제학부), 김종주(경제학부), 임현경(경제학부)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 아시아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지속적인 갱신

＊ 토지이용영향평가를 위한 다행위자시스템 구축 및 조정하여 한반도지역 연구성과 도출

＊ 동북아시아 전통지식체계로서 풍수와 현대 복잡계 과학의 융합연구주제인 지속가능연구발전에 기여

＊ 동북아시아 지역생태문화발전의 공통가치로서 '고개'의 의미에 주목, 지역환경관리와 생태문화보전 지속가능의 맥락에서 고개의 가치 재발견

＊ Future Earth Asia hub 등 아시아지역 미래지구 지속가능성 연구진과 국제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지식행동네트워크(KAN) 확립

연구성과 목록 

심우진·박수진(2018)  토양침식모형의 국내 적용가능성 평가,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1호

장효진·박수진(2018)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 바라본 산줄기 연결망 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4호

박수진 외(2018) 북한 토양정보 예측기법의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5호

최정선 외(2018) 산지 경계 추출을 위한 지형학적 변수 선정과 알고리즘 개발. 한국지형학회지 제25권 3호

사람들

디렉터: 김대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박수진(지리학과), 성종상(환경대학원), 이도원(서울대 명예교수), 이유미(환경대학원), 최원석(경상대)

연구보조원: 이승진(서울대)

환경협력 프로그램 



 152018 연차보고서

방콕에서 가장 호화로운 지역이라 불리는 텅러 입구에서 만난 행상 아주머니, 옛날식 대나무 도시락에 밥을 넣어 어깨에 메고 팔러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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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을 기재. 서울대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 

02/28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 남아시아센터

<세미나> 인도-아프리카 전문가 초청 간담
회 1: 인도 경제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방안

정무섭(동아대)

03/0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1950년대 중국 동북지역 공
업도시 형성의 냉전 정치경제학

박철현(국민대)

03/0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초국적 사회운동의 공간 전
략: 소녀상 운동을 중심으로

정혜선(뉴카슬대)

03/14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Escalation in China's Response 
to US Protectionist Pressures in Trade 
and Currency Conflict

박준의(아시아연구소)

03/28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21세기 실크로드와 중앙아
시아: 이동과 흐름

김성진(덕성여대)

최우익(한국외대)

03/29 

환경협력 프로그램

<세미나> 고개의 생태와 문화 집담회

박수진(지리학과)

최선웅(한국지도학회)

03/30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홍정표(미야자키국제대)

김태연(협동과정 환경교육)

Akira Yonezawa(Meikigakuin U.)

Reo Mawatari(U. of Tokyo)

Kyoko Tominaga(Ritsumeikan U.)

Toru Oga(Kyushu U.)

학술행사 일람

03/3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GM대우의 성장과 쇠락에 대한  
해석: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접근과 그 너머

이동헌(런던대)

04/0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1> 명
말청초 소주 정원의 문화정치학

윈쟈옌(환경대학원)

04/05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중앙아시아 문화와 투르크 문
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강태희(아시아연구소)

04/05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전력거래제도 소개 및 발전방향

문경섭(전력거래소)

04/0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동맹 속의 섹스』(삼인, 2002) 
발제 및 토론

강수영(학술연구)

백일순(아시아연구소)

04/09 

서울대학교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

<국내학술회의> 북핵위기와 정상회담: 
아시아 각 국의 시각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강우성(미국학연구소)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용호(아시아연구소)

남기정(일본연구소)

박명규(사회학과)

박수진(지리학과)

서동주(러시아연구소)

서보혁(통일평화연구원)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신성호(미국학연구소)

신희영(의과대)

윤영관(정치외교학부)

이재열(사회학과)

정재호(중국연구소)

조영남(중국연구소)

한영혜(일본연구소)

04/12 

서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아랍의 봄’ 이후 혁명과 반
혁명

엄한진(한림대)

04/1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2> 환대 
받지 못 하는 이주민들 -태국의 타자 통치
와 미얀마 출신 카친족의 혼종적 정체성- 

한유석(전북대)

04/17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동남아에서의 미·중 경쟁과 
ASEAN의 대응 

이선진(전 인도네시아 대사)

04/1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3> 서울의 
발전주의 도시화, 정치생태학적으로 읽기

황진태(아시아도시사회센터)

04/20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공화
국 갈등의 역사와 해결 방안

마리아 제지나(모스크바국립대)

04/20 

아시아지역리뷰

<콜로키움> 아시아지역리뷰 [다양성
+Asia] 제1회 콜로키움

박영준(국방대)

김홍구 (부산외대)

성동기(인하대)

Saffari Shiavash(아시아언어문명학부)

인남식(국립외교원)

박철현(국민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조충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번순(고려대)

김영진(한양대)

04/23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China, Russia, the US, 
and the Korean Nuclear Question: 
Managing Differences and Promoting 
Cooperation 

리처드 웨이츠(미국 허드슨연구소)

04/24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신재생에너지 및 RPS 제도현황

우재학(한국에너지공단) 

04/25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 남아시아센터

<세미나> 인도-아프리카 전문가 초청 
간담회 2: 인도 BoP계층의 시장세분화
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연구

이명무(성균관대)

04/2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4> 
Aesthetics and Politics of South 
Korean Advertising

페도렌코 올가(인류학과)

04/26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도둑잘하는 귀신, 부자만드
는 귀신: 귀신 이야기로 풀어보는 인도
네시아 문화

조윤미(한국 동남아연구소)

04/27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A Critical Examination 
of Maqasid as-Shari'ah with an 
Alternative Approach to Modelling 
the Islamic Financial Economy

마수둘 아람 쵸두리(말라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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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특별강연> IT기술과 시민정치

조희정(서강대)

05/01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미래지구와 통일 한반도의 지
속가능성 1차 집담회

윤순창(한국과학기술한림원)

05/02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중앙아시아 이주 과정의 변화
와 특성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05/02-0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 2018 커먼즈 네트워크 워크숍 

김용창(지리학과) 

오근상(아시아연구소)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05/03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주파수 경매의 최근 동향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5/0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5> 
Standardization as a Development 
Strategy: Case of National Standards-
setting Committees in Vietnam

주한나(연세대 국제학연구소)

05/03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여귀(女鬼)의 바람 : 태국공
포영화의 과거와 현재

이지은(아시아언어문명학부)

05/03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Southeast Asian 
Entanglements of Religion and 
Development

마이클 피너(옥스포드 이슬람학연구소)

05/0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신발전주의 국가공간과 토건
지향 지방정부: 꼬리표 예산을 중심으로

김동완(경남대)

05/08 

서아시아센터

<콜로키움> West Asia in the Trump 
Era: Flashpoints on Key Geopolitical 
Developments

알리 파툴라-네자드(브루킹스 연구소 도하 

센터)

05/1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6> 여
귀 ‘매낙’이 말해주는 태국 사회: 젠더 이
데올로기의 변화

이지은(아시아언어문명학부)

05/10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바틱(batik)에 녹아있는 인
도네시아인의 삶과 문화

이지혁(사회과학연구원)

05/1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Special Economic Zones 
and Economic Performance : Firm 
Productivity in Batam

Adiwan Fahlan Aritenang(Bandung Ins't 

of Technology)

05/14 

환경협력 프로그램

<세미나> 고개의 생태와 문화 2차 집담회

이종범(강원대)

도도로키 히로시(Ritsumeikan Asia Pacific U.)

05/15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특별강연> 대한민국 주민자치제도의 
역사와 미래

이방무(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05/16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환경정책과 혁신

오령하(경제학부)

05/1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7> 한
국과 일본의 대 남아시아 대외원조 정책 
분석

신소진(싱가포르국립대)

05/17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영화가 조명하는 필리핀의 
두 얼굴: 삶은 낙원보다 슬럼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05/23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전근대 중국의 법적, 문학적 
판결에 나타난 결혼 사례들 

치엔 토니(터프츠대)

05/2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소 Book Talk 시리즈 1>  동
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장인성(정치외교학부)

05/2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8> 시
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 집단영도 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용호(중앙선거관리위원)

05/25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 남아시아센터

<세미나> 인도-아프리카 전문가 초청 
간담회 3: 아프리카 ODA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적 접근

김용빈(개발마케팅연구소)

05/25 

서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중동 혁명: 이란 이슬람 혁명
과 아랍의 봄 혁명 비교 분석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05/28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싱
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

고길곤(행정학과)

05/29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혁신패러다임의 진화와 정부 
R&D 지원의 정책효과

이성호(KDI)

05/3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9> 불
평등 민주주의는 보편적 현상인가?

강명세(아시아연구소)

05/31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동남아의 대응

오윤아(대외경제정책연구원)

06/01-02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Korea and Vietnam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ges

박수진(아시아연구소)

Nguyen Van Kim(베트남국립대)

Philippe Peycam(IIAS)

Remco Breuker(Leiden U.)

강명구(아시아연구소)

채수홍(아시아연구소)

Valérie Gelézeau (EHESS)

이혁(한-아세안 센터)

총 100여명의 참가자

06/01-0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 회복도시팀 마산-창원-진해 
워크숍

김동완(경남대)

지주형(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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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팬덤문화와 
젠더 상상력

권정민(포트랜드주립대)

김수정(충남대)

Charlie Yi Zhang(켄터키대)

Ling Yang(샤먼대)

Lucy Glasspool(나고야외국어대)

Michelle Ho(싱가포르국립대)

08/02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우크라이나 2차대전 다시 기
억하기와 홀로코스트 추모

최아영(아시아연구소)

08/05-08/1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 전환도시팀 중국 삼협댐 워크숍

박철현(국민대)

이상헌(한신대)

이선화(산둥대)

최하니(환경계획학과)

황진태(아시아연구소)

08/19-2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 전환도시팀 춘천 소양강댐 워크숍

김은혜(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이동광(서울대)

이상헌(한신대)

황진태(아시아연구소)

08/22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항공 데이터 분석으로 보는 중
앙아시아의 이동과 흐름

이금강(아시아연구소)

08/23 

아시아지역리뷰

<콜로키움> 아시아지역리뷰 [다양성
+Asia] 제2회 콜로키움

JÖRG MICHAEL DOSTAL(행정대학원)

김남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임동균(서울시립대)

김강석(단국대)

강명세(아시아연구소)

이명무(성균관대)

장준영(한국외대)

주한나(아시아연구소)

김민환(한신대)

홍석준(목포대)

이난아(한국외대)

김태연(노어노문학과)

최진석(노어노문학과)

정채성(한국외대)

이지은(아시아연구소)

08/27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2018 한일전략학술대회

김동욱(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김종훈(전 외교통상부)

김혜림(국제대학원)

박전일(한국무역협회) 

박지형(경제학부) 

안덕근(국제대학원)

유지영(국제대학원)

이재민(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고려대) 

이효영(국립외교원) 

이혜민(국제대학원)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현정(한국무역협회) 

허윤(서강대) 

Akihiko Tamura(Nat'l Grad. Ins't for 

Policy Studies)

Ichiro Araki(Yokohama Nat'l U.)

Junji Nakagawa(U. of Tokyo)

Kazuhito Yamashita(The Canon Ins't for 

Global Studies)

09/04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미래지구와 통일 한반도의 지
속가능성 4차 집담회

황승식(보건대학원)

송준호(건설환경공학부)

09/07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Why Conventional 
Financial System is prone to Financial 
Crisis?

루비 아흐마드(말라야대 경영회계학과)

09/1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제학술회의> Koreans and 
Camptowns: Adoption and 
Camptown Connections

김호수(College of Staten Island)

박경태(아시아연구소)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이승욱(카이스트)

지상현(경희대)

정현주(환경계획학과)

Arissa Oh(Boston College)

Deann Borshay Liem(Mu Films)

Sue-Je Gage(Ithaca College)

06/2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기지촌 위안부 운동과 연대
의 역사, 윤리적 재현의 문제

이나영(중앙대)

06/2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The 5th KOSSDA Data Fair: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Surveys and Data Archives in Asia

Dong-Kyun Im(U. of Seoul) 

Hearan Koo(SNUAC)

Hiroshi Ishida(U. of Tokyo) 

Masayuki Kanai(Senshu U.) 

Pei-shan Liao(Academia Sinica, Taiwan) 

Weidong Wang(Renmin U.) 

06/29-30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국제학술회의> The 4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Social 
Well-Being Studies: Social Well-
being in the Asian Context

이재열(사회학과)

김석호(사회학과)

구혜란(아시아연구소)

임동균(서울시립대)

Hiroo Harada(Senshu U.)

Katsumi Shimane(Senshu U.)

Masayuki Kanai(Senshu U.)

Ming Chang Tsai(Academia Sinica)

Emma Porio(Ateneo de Manila U.)

Dang Nguyen Anh(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Paulus Wirutomo(U. of Indonesia)

Surichai Wun’gaeo(Chulalongkorn U.)

총 42명의 발표자

07/03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미래지구와 통일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 3차 집담회

윤지현(식품영양학과)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07/0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난민심사
에 대한 독일예시와 텍스트분석 활용제안

한울(GESIS-Leibniz Ins't for the Social Sciences)

06/05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미래지구와 통일 한반도의 지
속가능성 2차 집담회

박미선(국제농업기술대학원 그린바이오과

학기술연구원)

송영근(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06/0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10> 아
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선임연구원 
연구과제 공유 마당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06/1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서울시 전환 정책에 관한 비
판적 연구

이상헌(한신대)

06/11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Product versus Process Innovation 
and the Global Engagement of Firms

현혜정(경희대)

06/11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
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류영재(서스틴베스트)

06/12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미·중 통상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 Two-level Perspective

최병일(이화여대)

06/18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
술 포럼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제성(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장준영(한국외대)

06/19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미얀마의 정치발전: 소극적 
민족주의에서 연방주의로의 변환인가?

띤 마웅 마웅 탄(싱가포르 동남아시아학연

구소, 미얀마 경제사회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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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1> 신
흥국 도시에서 도로기반시설 개발이 커
뮤니티와 도시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다낭을 중심으로

원세형(그린인프라창조인재양성팀)

09/11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The Future of Iraq-
ROK Relations in post-ISIS Iraq: 
Engagement, Cooperation and 
Reconstruction

하이데르 쉬야 알바락 대사(주한 이라크 대

사관) 

09/1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심포지움> 1차 경의선 도시공유 포럼

Didi Han(LSE)

박배균(지리교육과)

박인권(서울시립대)

신현방(LSE)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한윤애(아시아연구소)

09/14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특별강연> 정부 정책의 처치효과
(treatment effect) 연구 : 매칭 방법론을 
중심으로

오승환(과학기술정책연구원)

09/1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2> 스
마트도시 건설의 주도권: 송도 사례연구

손정원(U. College London)

09/18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유라시아지역 물류루트와 
한반도

우수한(중앙대)

10/0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제학술회의> 2018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Jennifer Lee Morgan(Greenpeace)

Salim Mazouz(Australian Nat'l U.)

10/0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Michel Bauwens(P2P Foundation)

이승원(아시아연구소)

10/0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심포지움> 2차 경의선 도시공유 포럼

박선영(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이주원(국토교통부)

전은호(나눔과미래)

10/05-06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홍정표(미야자키국제대)
Kyoko Tominaga(Ritsumeikan U.)
Toru Oga(Kyushu U.)
Satoko Seino(Kyushu U.)
Norihiro Nihei(U. of Tokyo)

10/11 

서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이팔 평화협상: '두국가 해법'
은 여전히 유효한가?

인남식(국립외교원)

10/1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3> 에
티오피아의 커피 컨트롤 시스템

윤오순(아시아연구소)

10/12 

동북아시아센터/통일평화연구원

<특별강연> 1941-45년 김일성은 소련
에서 무엇을 배웠나?

이정식(펜실베니아대)

10/1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4> 역
사지리학적 방법을 통한 고대 육상교통
로 복원 -소위 신라 5통을 사례로-

도도로키 히로시(Ritsumeikan Asia Pacific U.)

10/18 

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인도 비즈니스 도전: 시장의 
성장배경과 진화

김응기(한국외대)

10/19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러시아 국립 현대사 중앙
박물관> 전시에 나타난 푸틴 정부의 현
대사 해석

고가영(한국외대)

10/22 

환경협력 프로그램

<세미나> 고개의 생태와 문화 3차 집담회

조인철(원광디지털대)

기근도(경상대)

10/2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5> 국경
의 다중적 삶: 아세안경제협력시대의 태
국 북부 국경지역개발과 국경교역실천

채현정(비교문화연구소)

10/23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정치박물관 동남아시아’ :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박사명(한국 동남아연구소)

10/25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미래지구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성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과)

박배균(지리교육과)

윤순창(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수경(인하대)

이원호(광운대)

최영래(플로리다국제대)

Chuluun Togtokh(몽골국립대 지속가능연구소)

Fumiko Kasuga(교토대 국립환경연구원)

Qian Ye(국제통합위기대응거버넌스프로젝트)

Nan Ying(연변과학기술대)

Ying Chen(RCSD)

10/25-27 

시민사회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21세기 동아시아 국제 
학술회의 : 대안의 모색

임현진(서울대)

정홍익(서울대)

홍정표(미야자키국제대)

박홍규(외교안보연구원)

김익기(동국대)

정일준(고려대)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Yoshinobu Araki(ASPOS)

hiroo Harada(ASPOS)

Hiroyuki Mitsuishi(ASPOS)

Tetsuzo Yasunari(RIHN)

Sigal Ben-RafaelGalanti (Beit Berl College)

Aysun Uyar Makibauashi(Doshisha U.)

Yoichiro Sato(Kyoto Prefectural U.)

Turtogtokh Janar(Nat'l U. of Mongolia)

10/2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SSK-Networking 심포지움> 한국사
회와 커먼즈 운동

장훈교(제주대)

이승원(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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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아시아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해외교포

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재일동포 조선학교의 
민족교육

김인덕(청암대)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권오정(류코쿠대)

남기정(일본연구소)

류학수(도쿄대학 일본학술진흥회)

송기찬(리츠메이칸대학)

야마모토 카호리(아이치현립대)

야마토 유미코(큐슈교리츠대)

양현아(법학과)

오영호(세계인권문제연구센터)

이수경(도쿄가쿠게이대)

10/3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6> 동
북아시아의 '역사문제'와 지역질서

서재정(Int'l Christian U.)

10/30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복합사회 말레이시아의 정
치체제와 정치변동

황인원(경상대 정치외교학과)

11/1 

서아시아센터

<콜로키움>한국군 레바논 파병을 통해 
본 중동의 정치 사회

함남규(한미연합사)

11/0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심포지움> 한반도와 아시아 에너지전
환의 미래

박배균(지리교육과)

이상헌(한신대)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11/03 

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2018년 한국인도사회
연구학회 추계 학술대회

김용식(포스코경영연구원)

신진영(부산외대)

이광수(부산외대)

이기연(전남대)

정무섭(동아대)

11/06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독재자의 유산: 인도네시아
와 필리핀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서지원(창원대 국제관계학과)

11/07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Mobility and Satisfaction 
of Urban Public Services in 
Shandong, China

Liu Hao(Shandong U.)

11/08 

서아시아센터

<콜로키움> Islamic Reform and 
Progressive Politics in the Age of 
Extremism and Neoliberalism

Siavash Saffari(아시아언어문명학부, 정

치외교학부)

11/10 

미-중관계 프로그램

<워크숍> 제 7차 한·일 중국정세 대화

고지마 가즈코(게이오대)

김재철(가톨릭대)

김한권(국립외교원)

다카하라 아키오(도쿄대)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쓰가미 도시야(일본 국제관계연구소)

정재호(정치외교학부)

11/13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동아시아 15개국의 중국의 부
상에 대한 대응과 편차: 2011-2016

김헌준(고려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11/1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7> 권
위의 관계망: 동티모르의 국가 만들기

유민지(아시아연구소)

11/13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싱가포르는 왜 민주화되지 않
는가? 민주화 이론과 동남아시아 권위주의

신재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11/15 

동북아시아센터/중국연구소

<북토크>『중국인의 일상세계』: 최근 
이야기

김광억(인류학과)

11/16-17 

아시아연구소/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세미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미래지구

박수진(아시아연구소)
마영삼(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Fumiko Kasuga(교토대 국립환경연구원)
강경희(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윤순창(한국과학기술한림원)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과)
손원근(제주대 수의과대학)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윤지현(생활과학대학)
김대현(지리학과)
김지환(녹색기술센터)
안철진(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정민(제주한라대 간호학과)
윤영민(제주대 수의과대학)
윤순희(제주생태관광)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채인숙(제주대 식품영양학과)
안은주(제주올레)
김성규(아시아연구소)

11/2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8> 중
앙아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 투자분석

백주현(국립외교원)

11/20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선거는 인도네시아 정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가? 혼합정
치체제론(hybrid regime)을 중심으로

최경희(아시아연구소)

11/23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서울 국제 술 학술대회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Patrick E. McGovern(U. of Pennsylvania)
김태호(전북대)
Shuangangping Liu(Jianan U.) 
Ida Bagus Wayan Gunam(Udayana U.) 
Wen-Ching Ko(Da-Ye U.) 
Van Viet Man Le(Ho Chi Min City U. of Tech) 
정철(서울벤처 대학원대)
강희윤(경기도농업기술원)
Henri De Dampierre(Chateu de Plassac)
Yves Panneels(The Gueuze Society) 
박선욱(아시아연구소)

11/23 

아시아지역리뷰

<콜로키움> 아시아지역리뷰 [다양성
+Asia] 제3회 콜로키움

김형준(강원대) 

이미숙(서울대) 

김진영(서강대) 

박현도(명지대)

유달승(한국외대) 

김형종(연세대) 

오영일(포스코경영연구원) 

정재원(국민대)

송영현(충남연구원) 

이영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종일(서울대)

11/24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실크로드와 일대일로 
그리고 한반도의 신경제지도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종일(서울대)

권오영(서울대)

변현섭(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범식(서울대)

박수진(아시아연구소)

조충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진종헌(공주대)

11/26 

중앙아시아센터

<국제학술회의> 한-러 전문가 라운드테
이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번영과 
한-러 협력

김영준(국방대)

미하일 크루티힌(RusEnergy)

박지원(KOTRA)

발레리 수히닌(MGIMO)

세르게이 이그나톄프(IMEMO)

세르게이 루코닌(IMEMO)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성훈(한국외대)

11/2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9> 한-
아세안 관계와 신남방정책

김영선(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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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2018 아시아기초연구 기획연
구 발표

기획연구팀

11/3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심포지움> 포퓰리즘 시대와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이승원(아시아연구소)

11/3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심포지움> 3차 경의선 도시공유포럼: 
경의선 공유지 겨울나기

김상철(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박상덕(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12/03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한-아세안 청년 학술 교류 워크숍

총 170여명의 참가자

12/04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InterAsian 
Connections VI: Hanoi

Prasenjit Duara(Duke U.)

Jonathan Rigg(Nat'l U. of Singapore)

Engseng Ho(Duke U.)

Srirupa Roy(U. of Goettingen)

Angela Leung (U. of Hong Kong)

Seteney Shami(SSRC)

Helen Siu(Yale U.)

SooJin Park(SNUAC)

K. Sivaramakrishnan(Yale U.)

Dang Nguyen Anh(VASS)

Alondra Nelson(SSRC)

총 150여명의 참가자

12/05 

서울대학교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

<국내학술회의> 아시아의 신지경학: 아
시아 각 국의 시각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김강석(단국대 GCC국가연구소)

김용호(아시아연구소)

남기정(일본연구소)

라지브 꾸마르(한국외대 인도연구소)

바딤 슬렙첸코(노어노문학과)

박태호(국제대학원)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서동주(일본연구소) 

송상현(단국대)

임경훈(통일평화연구원)

이경완(노어노문학과)

이정환(정치외교학부)

이현정(중국연구소)

이현주(국토연구원)

12/05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Trade/ 
Trade Policy Workshop

신원규 (KDI)

안재빈(국제대학원)

Daisuke Fujii (U. of Tokyo)

Pao-Li Chang (Singapore Management U.)

Taiji Furusawa(U. of Tokyo)

12/05 

시민사회 프로그램

<특별강연> Global Value Chains 
and Development: Challenges and 
Upgrading Pathways in the Global 
Economy

Gary Gereffi (Duke U.)

12/06 

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인도 환경법의 특징과 법제
적 변화

이지훈(한국외대 인도연구소)

12/07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중국 공산당 영도체제의 장래

안치영(인천대)

12/10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Joint Workshop (National Taiwan 
University-Seoul National University)

Min-hua Huang(Nat'l Taiwan U.)

Pei-Chia Lan(Nat'l Taiwan U.)

Tao-yi Wang(Nat'l Taiwan U.)

Kuo-Hui Chang(Nat'l Taiwan U.)

Kai-Ping Huang(Nat'l Taiwan U.) 

공석기(아시아연구소)

한규섭(언론정보학과)

Hendrik Rommeswinkel(Nat'l Taiwan U.)

조동준(정치외교학부)

Kuo-Hsien Su(Nat'l Taiwan U.)

한윤선(사회복지학과)

Yeun-Wen Ku(Nat'l Taiwan U.)

홍석철(경제학부)

Kuo-Hui Chang(Nat'l Taiwan U.)

12/10-1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제학술회의> The 9th 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 in Alternative 
Geography, <For Spatial Justice: 
Rethinking Socio-Spatial Issues from 
East Asian Perspectives>

박배균(지리교육과)

박인권(서울시립대)

신혜란(지리학과)

최병두(대구대)

Don Mitchell(Uppsala U.) 

Jinn-yuh Hsu(Nat’l Taiwan U.)

12/1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소 Book Talk 시리즈 2> 
Mobile Asia

이준구(한양대)

임현진(사회학과)

12/1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기초연구 기획연구 발표> 아시
아 정체성과 교류통합-동아시아 통합지
수 개발 모색

김소영(경제학부)

12/21 

환경협력 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 한국의 환경변화와 지
속가능성

김대현(지리학과)

김민호(상명대)

김화환(전남대)

류호상(전북대)

박정재(지리학과)

오충원(남서울대)

12/2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지역혁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의 이슈
와 전략

김선배(산업연구원)

12/27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 국가와 시장 사이: 중국 
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

Xiaoshou Hou(Skidmore College)

12/28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인도네시아 이슬람금융

데체 쿨니아디(이슬람금융 자문위원)

키 이스말(이슬람경제 금융부서팀장)

19/01/08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 A COMPARATIVE 
APPROACH

강명구(언론정보학과) 외 36명

19/01/14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세미나> 전문가 초청 간담회: 녹색기
술과 국제개발협력- 정보공유시스템과 
GCF 사업 사례

김지환(녹색기술센터 국제전략부)

장창선(녹색기술센터 국제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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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5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특별강연> 젠더 평등을 촉진하는 사회혁
신: 인도 뉴델리에서 Women on Wheels
의 사례연구

비파샤 바르아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

19/02/28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
번영 구축 세미나

권순만(보건대학원)

신좌섭(의과대힉)

이승표(통일치의학협력센터)

김영선(아시아연구소)

홍문숙(경희대)

엄은희(아시아연구소)

박번순(고려대)

박창영(롯데면세점)

강태영(포스코 경영연구원)

19/01/18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성매매 집결지, 100년의 역
사: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박정미(충북대)

19/01/18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특별강연> 신형  NPO법인의 확산: 일본
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증가한 이유

마사나리 사쿠라이(일본 리츠메이칸대)

19/01/2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Social 
Computing

이준환(언론정보학과)

19/01/24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제6회 KOSSDA 데이터 페어: 
데이터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복지 데
이터의 활용

오미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갑(국민건강보험공단)

임찬수(통계개발원)

지선하(연세대)

19/01/28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통로 재조명 -고대 길 및 경로연구

갈계용(정주대학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낙중(전북대)

도도로키 히로시(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

박수진(지리학과)

박용하(아시아연구소)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정재훈(경상대)

19/01/29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세미나> 전문가 초청 간담회: 표준과 국
제개발협력

이희진(연세대)

강병구(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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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아시아리뷰> 8권 1호 (통권 15호 / 2018. 8. 31 발간) 

자유 주제

도서관을 통한 지성사 쓰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극동학 장서 분석 | 

권윤경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

의 가족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 은석·안승

재·함선유·홍백의  

개혁기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고령 농민의 

구조적 배제 | 이현정  

중국 유아교육 제도 개혁의 조치와 발전 추세 

| 리 샤오화  

ASEAN 관련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 김선희  

특집논문: ‘역사에 대한 기억’의 전략적 이용과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한일관계의 양면 안보딜레마: 이명박 정부의 사례 | 신욱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 정

치과정 | 이정환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에 대한 일본 여론 분석: 강경한 안보

정책 선호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장기영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역사 활용추이와 강화요인: 청일·중일전쟁을 

중심으로 | 이중구 

특집논문: Enemies Inside and Outside: Hate Speech in Korea and Japan

Hate Speech against Immigrants in Korea: A Text Mining Analysis 

of Comments on News about Foreign Migrant Workers and Korean 

Chinese Residents | In-Jin Yoon, Ki-Duk Han, and HeeSang Kim  

The Grammar of Japanese Racialized Discourse in Hate-Korea 

Books | Yuko Kawai  

Japan’s Right-wing YouTubers: Finding a Niche in an Environment 

of Increased Censorship | Jeffrey James Hall  

서평

근현대 ‘동아시아’ 질서의 퍼즐 맞추기: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

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를 읽고 | 강상규  

이란, 어디로 가는가: 구기연(2017)의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국가의 감정 통제와 개인들의 자아 구성』를 읽고 | 엄익란  

코스모폴리틱스로서의 지진방재 집합실험: 이강원(저), 『재난과 살다: 대

지진에 대비하는 일본 방재과학의 집합실험』 | 김환석 

<아시아리뷰> 8권 2호 (통권 16호 / 2019. 2. 28 발간) 

자유 주제

한국화교의 인터-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고

찰: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팽의훤·조영한

태국의 국경경제특구와 메콩지역의 경제통

합 | 엄은희

Deciding Together: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ning the Neighbourhood 

Improvement in Seoul and Singapore | 

Blaž KRIŽNIK, CHO Im Sik, and KIM Su

특집논문: 문명교류의 통로들

문명 교류의 허브 ‘교역항’에서의 수공업 생산: 사천 늑도 유적의 수공업 공

방지 재조명 | 고일홍

신라 북요통(北傜通) 복원 서설 | 도도로키 히로시

일본문명의 형성과 외래문명의 수용 양상: 쇼소인과 견당사, 그리고 헤이

안 시대 모노가타리 | 이미숙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 김경나

인도-동남아시아의 해양 실크로드와 7~9세기 밀교(密敎)의 확산: 동아시

아 불교 구법승(求法僧)의 활동과 관련하여 | 심재관

서평

유익하고 흥미로운 삼각관계 이야기: 신욱희 지음, 『삼각관계의 국제정

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를 읽고 | 박건영

동남아 소비의 문화적 맥락을 찾아서: 오명석·유창조 엮음, 『인도네시아

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를 읽고 | 전제성

의료에서의 근대를 향한 여정: 이현정·김태우 엮음, 『의료: 아시아의 근대

성을 읽는 창』을 읽고 | 심재만

아시아리뷰(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수록논문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uac.snu.ac.kr

※ 아시아리뷰 논문투고, 투고문의. 

http://asiareview.snu.ac.kr

편집위원장 오명석(인류학과)

편집위원 신욱희(정치외교학부)

편집위원 김수정(충남대 언론정보학과)

편집위원 임채완(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편집위원 Jin Jianbin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
tion, Tsinghua Univ.)

편집위원 Mizukoshi Shin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
plinary Information Studies, Univ. of Tokyo)

편집위원 Angel Lin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Educa-
tion, Univ. of Hong Kong)

책임편집 남은영 (아시아연구소)

부편집위원장 홍백의(사회복지학과)

편집위원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 최병두(대구대 지리교육과)

편집위원 조문영(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편집위원 Wang Yihong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
cation, Peking Univ.)

편집위원 김성민 (Research Faculty of Media & Communi-
cation, Hokkaido Univ.)

편집위원 이은정 (Ins't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편집조교 김서현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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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8년 아시아연구소 출판목록

＊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 이현정, 김태우 엮음

＊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 장인성 지음(2018년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 수상, 2019년 ICAS 한국어 우수학술도서)

＊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 김형종 지음(2019년 ICAS 한국어 우수학술도서)

＊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 구기연 지음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 오명석, 유창조 엮음

＊ 아시아의 혁신 창조 활동과 세계경제질서 - 박지형, 안덕근 외 지음(2017년)

＊ 아시아는 통한다: 흐름과 관계를 통해 본 知圖  - 이재열, 임현진 엮음(2017년)

＊ 글로벌 패러독스: 아시아의 도전과 과제 - 임현진, 서문기, 윤상우 지음(2016년)

아시아연구총서 기초연구시리즈 

＊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 손정렬 외 지음

＊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 임혜란 지음

＊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 김태균 지음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 Mobile Asia: Capitalisms, Value Chain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n Asia  

- Joonkoo Lee & Hyun-Chin Lim

＊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 Hyun-Chin Lim, Jan Nederveen Pierterse, Suk-Man Hwang eds.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김도균 지음

＊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 - 이영진 지음

세계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 윤순진 외 9인 지음

＊ 한국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 공석기 외 5인 지음

＊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행복 감정 소통에 관한 문화횡단적 연구 - 이성범 지음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 메콩강: 그 격동적인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 조흥국 옮김

＊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 - 이상국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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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호)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현실과 전망 | 박영준(국방대)

대륙부 아세안의 국경을 넘는다 | 박번순(고려대)

태국호 어디로 가나? | 김홍구(부산외대)

Pragmatism of Modi and Trump in the New Asia-Pacific | Sandip Kumar Mishra(Jawaharlal Nehru Univ.)

신남방 시대의 한·인도 CEPA | 조충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변화하는 우즈베키스탄 환경 -새로운 기회인가? 위기인가?- | 성동기(인하대)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앙아 국가의 대응: 경제부흥의 기회인가? | 김영진(한양대)

트럼프 이후 혼돈의 서아시아: 두 정치 신화(神話)의 복원 | 인남식(국립외교원)

South Korea and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Rising Power No More | Ramon Pacheco Pardo(King's College London)

Iran Protests: Changing Dynamics between the Islamic Republic and the Poor | Siavash Saffari(아시아언어문명학부)

『지린보고(吉林報告)』 논쟁을 통해서 본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와 경제 | 박철현(국민대)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 

2018년 9월 (2호)

동아시아의 새로운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의 현황과 미래 | 임동균(서울시립대)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의 집단영도체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 김용호(아시아연구소)

미얀마 민간정부는 실패하는가?: 로힝자족을 둔 군부와 대립 격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 | 장준영(한국외대)

2018년 5월 9일 총선 이후, 말레이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 홍석준(목포대)

아세안의 도시와 스마트시티 | 주한나(아시아연구소)

신남방 시대, 인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 | 이명무(성균관대)

현대 인도의 힌두이즘: 악샤르담 사원과 BAPS, 그리고 ‘소프트 힌두뜨바’ | 정채성(한국외대)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의 기념물을 통해 본 소비에트 과거의 기억 | 김태연(노어노문학과)

Two Koreas, one Germany: Is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becoming more relevant for today’s Koreas? | Jörg Michael Dostal(행정대학원)

1937년, 애도받지 못한 비극 -고려인 강제이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최진석(노어노문학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정권안보 추구와 대내외적 개혁 | 김강석(단국대)

오르한 파묵의 페미니즘 소설을 통해서 본 터키 사회에서의 여성관 | 이난아(한국외대)

지방소멸론을 통해 살펴보는 일본의 지방소멸 문제 | 이동민(가톨릭관동대)

“올 오키나와(All Okinawa)” 운동,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 | 김민환(한신대)

2018년 12월 (3호)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선사 및 고대 유적 발굴 조사와 실크로드 |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기사단장 죽이기』를 둘러싼 무라카미 하루키의 역사관 논쟁 | 이미숙(인문학연구원)

아세안-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 | 김형종(연세대)

신성모독죄: 인도네시아의 종교 자유와 관용의 축소 | 김형준(강원대)

볼리우드(Bollywood) 속 인도인들의 신(new)문화와 생활 | 신민하(한국외대)

인도의 행복은 포용과 다양성에 있다 - 인도학자 웬디 도니거를 둘러싼 논쟁 - | 김진영(서강대)

남아시아의 개발협력과 국제정치 | 신소진(아시아연구소)

한-러 극동 협력 성과를 가로 막는 요인 | 오영일(포스코경영연구원)

카자흐스탄 자본가 계급의 탄생 | 정재원(국민대)

이란 정치체제와 권력투쟁: 이란 정치 지형의 향방은? | 유달승(한국외대)

예멘, 비참한 아라비아 | 박현도(명지대)

기술혁신의 도시, 선전(深川) | 송영현(충남연구원)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개발과 발전에 대한 라오스 사람들의 인식- | 이영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초국가적 구성: 초국가적 침묵과 국경을 초월한 사회화의 역사 | 서재정(International Christian Univ.)

아시아지역리뷰웹진 <다양성+Asia> ※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diverseasi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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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2018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

＊ 신욱희 외(정치외교학부) |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 장기영 외(국제문제연구소) | 역사에 대한 기억'의 전략적 이용과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영토분쟁에서의 국가지도자 행위와 국내여론을 중심
으로

＊ 이현정 외(인류학과) | 변하는 중국, 변하지 않는 중국

＊ 홍석경 외(언론정보학과) | 동아시아의 컨버전스 문화

＊ 안도경 외(정치외교학부) | 아시아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과 공통의 과제

＊ 이재진 외(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한국,일본,프랑스의 혐오표
현에 대한 비교 연구

＊ 박영은 외(한양대 아태지역연구원) | 현대 중앙아시아 대중문화의 시원(始
原)인 'KVN'의 통·공시적 지형도 및 의미장 연구

＊ 서문기 외(숭실대 정보사회학과) |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 권혁용 외(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선호와 복지국가

＊ 신광영 외(중앙대 사회학과) | 아시아의 '불안정 노동' 비교 연구

＊ 이태동 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아시아 핵에너지 비교 정치: 핵에너지 
개발국가 이론의 개발 및 적용

＊ 구기연 외(아시아연구소) | 아시아의 교류·협력·통합(연결)을 위한 아시아
지역리뷰

＊ 김신주 외(아시아연구소) | ARKSs(아시아지역 지식 공유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최문희 외(아시아연구소) | 아시아연구소 연구성과 축적 및 확산방안 모색
을 위한 기초연구

＊ 구기연 외(아시아연구소) | 서아시아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와 전망: 이란 
녹색운동, 아랍의 봄 그 후 10년에 대한 고찰

＊ 김신주 외(아시아연구소) | 신흥경제국가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인
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인도 산업 활동 관련 제도'연구

＊ 서동주 외(일본연구소) | 현대 아시아 지역연구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학제
적 연구

＊ 임현진 외(아시아연구소) | 아시아자본주의Ⅱ

＊ 오명석 외(인류학과) | 태국문화주간

＊ 심한별 외(아시아연구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공간정체성 강화 및 
환경디자인 보완방안 연구

      2018년도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 김태진(일본연구소) | 몸, 국가를 재현하다: 근대 동아시아의 바디 폴리틱
의 구성

＊ 김형종(동양사학과) | 19세기 근대 한중관계사에의 새로운 접근

      2018년도 교내지원사업

＊ 과제명: 서울대학교 인문사회·예술체육계 연구소(원) 운영 및 체제에 관한 
개선 방안 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박수진(아시아연구소) 

총연구비:  15,000,000원

＊ 과제명: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지구(Future Earth)’ 국제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책임자:  박수진(아시아연구소) 

총연구비: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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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외부 연구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 3단계 3차년도
(2018.09.01-2019.08.31)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총연구비: 332,350,000원(대응자금 포함)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정현주(환경대학원) 

전임연구원: 김성규, 고일홍, 문우종, 박용하

일반공동 연구지원사업

과제명: 이슬람 금융은 대안적 금융인가? 동남아 이슬람 금융의 원리와 실천 
 - 1차년도(2018.07.01-2019.06.30)

연구책임자: 오명석(인류학과)

총연구비: 127,840,000원

공동연구원: 이충열(고려대), 김형준(강원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이지혁(사회과학연구원), 이선호(한남대), 김병호(한국외국어대)

한-일 협력연구사업

과제명: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 2차년도(2018.04.01.-2019.03.31)

연구책임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총연구비: 15,000,000원

공동연구원: 김진희(교육개발연구원), 김영춘(울산과기대),  
 김태균(국제대학원), 홍정표(미야자키대) 

차세대 정보 컴퓨팅 기술 개발사업

과제명: 긍정 컴퓨팅을 위한 설득적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 기술 발굴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1차년도(2018.03.01-2019.02.28)

연구책임자: 홍화정(언론정보학과)

총연구비: 280,000,000원

공동연구원: 정경미(연세대), 한경식(아주대)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구축

과제명: 사회과학 분야 DB구축 사업 - 2018.04.01-2020.03.31

연구책임자: 이재열(사회학과)

총연구비: 240,000,000원

공동연구원: 구혜란(사회발전연구소), 신정철(교육학과), 하상응(서강대) 

전임연구원: 최문희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과제명: 성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 시스템 연구  - 1차년도(2018.08.01-
2019.04.30)

연구책임자: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총연구비: 375,000,000원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인문사회)

과제명: 기계학습법과 비선형 경제모형의 융합 - 1차년도(2018.07.01-
2019.06.30)

연구책임자: 서명환(경제학부)

총연구비: 12,784,000원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인문사회)

과제명: 동태적 제도설계 이론과 응용 - 2차년도(2018.07.01-2019.06.30)

연구책임자: 이지홍(경제학부)

총연구비: 25,900,000원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과제명: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 · 평화 · 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 대형단계 2차년도(2018.09.01-2019.08.31)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총연구비: 582,750,000원

공동연구원: 김동완(경남대), 김은혜(히토츠바시대), 박인권(서울시립대),  
 박철현(국민대), 손정원(런던대), 신현방(런던정경대),  
 신혜란(지리학과), 이상헌(한신대), 이선화(산둥대),  
 이승욱(카이스트),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상현(경희대),  
 지주형(경남대), 최영진(교육종합연구원), 진유슈(대만국립대) 
 제이미 듀셋(맨체스터대), 짐 글래스만(브리티시컬럼비아대),

전임연구원: 심한별, 황진태, 백일순, 이승원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한국의 사회동향 2018(통계청) - 2018.04.19-2018.10.31

총연구비: 115,805,000원

참여연구원: 이재열 외

과제명: 신남방정책: 3P분야별 대메콩 협상전략 격상연구(외교부) - 
2018.10.10-2018.12.31

총연구비: 50,000,000원

참여연구원: 최경희 외

과제명: AI 환경에서 에이전트 페르소나 및 성격 설계 연구(LG 유플러스) - 
2018.05.15-2018.10.15

총연구비: 49,950,000원

참여연구원: 이준환 외

과제명: 실크로드의 재조명 - 문명의 통로로서 전라북도의 재발견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연구원) - 2018.12.24-2019.12.23

총연구비: 98,000,000원

참여연구원: 정현주 외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인문사회)

과제명: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 2018.05.01-2019.4.30

연구책임자: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총연구비: 25,516,000원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과제명:  인도의 기초 경제 여건이 수출 및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17.9.1 ~ 2018. 8.31

연구책임자: 김신주(아시아연구소)

총연구비: 7,08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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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KF Global e-School Program

＊ 현대 한국사회에 관심이 있는 해외 최우수대학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1~2018년 아시아와 유럽 8개국 14개 대학 1,618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76개 강의 개설 및 운영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2018년 춘계 방법론 단기강좌  - 2018.4.7~2018.6.2(단기강좌 총 4개, 참여인원 125명)

＊ KOSSDA는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방법론 공개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

＊ 2018년 춘계에는 심층면담 및 문화기술지 방법론, 구조방정식모형, 패널분석, 회귀분석 심화 주제로 총 4개 강좌가 개설됨

2018년 하계 방법론 워크숍 - 2018.7.2~2018.8.10(단기강좌 총 9개, 참여인원 399명)

＊ 2018년 하계에는 기초통계학(A/B), 중급통계학(A/B), 패널분석, 텍스트 자료분석, 공간통계분석 기초, 공간통계분석 심화, 근거이론 

주제로 총 9개 강좌가 개설됨

2018년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 - 2018.10.6~2018.11.24(단기강좌 총 4개, 참여인원 132명)

＊ 2018년 추계에는 회귀분석 심화, 인터뷰자료를 활용한 질적연구, 범주형 자료분석,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과 실제 주제로 총 4개 

강좌가 개설됨

2019년 동계 방법론 워크숍 - 2019.1.7~2019.2.22(단기강좌 총 9개, 참여인원 346명)

＊ 2019년 동계에는 기초통계학(A/B), 중급통계학(A/B), 종단자료분석, 질적연구와 구술사, 근거이론, 네트워크분석 기초, 네트워크분

석 심화 주제로 총 9개 강좌가 개설됨

방법론 공개특강 NVivo 및 NetMiner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의 기초 - 2018.5.18(총 2개, 참여인원 102명)

＊ 2018년 KOSSDA 방법론 공개특강은 NVivo12를 이용한 질적 데이터 분석의 기초와 NetMiner를 이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기

초 주제로 김지영 교수(도시사회학과 )와 김강민 상무이사(사이람) 2인이 특강 진행

2018 e-School 강의 교수

강윤희(인류학과)

박경숙(사회학과)

손정렬(지리학과)

이문웅(인류학과)

표학길(경제학부)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인걸(국사학과)

배은경(사회학과)

신의항(아시아연구소)

정홍익(행정대학원)

홍석경(언론정보학과)

※ 2018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 Korean History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가을 학기

▪ Culture of Korea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Korean Economy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Cross-Cultural Explorations in East Asia (Tsinghua Univ., China)
▪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Université Bordeaux Montigane, France)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 Research Methods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Paris Diderot, France &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France)

겨울 학기

▪ Popular Culture and Media in Korea (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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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자 양성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아시아 연구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여 운영

＊ 2018년도 총 21명 연구연수생 배출, 총 24회에 걸친 아시아학개론 강의 진행

ODA YP (Young Professional) 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청년 역량개발프로그램

＊ 강민정(2018.07부터 | 개발협력과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난민 연구)

＊ 전지현(2018.01-10 | 개발협력과 민관협력, 지역정보시스템)

2018년도 SNUAC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 윤태희(국제대학원) | 개혁기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과 국가-사영기업가 관계 연구

＊ 최정훈(경제학과) | 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동아시아 신흥국 통화 및 환율정책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

＊ 김도민(국사학과) | 남북한의 대(對) 아시아 약소민족(弱小民族) 관계 연구(1948~1965) : 외교와 담론을 중심으로

2018년도 SNUAC 박사학위논문상

＊ 배묘정(협동과정 공연예술학) | 정치의 가극화, 가극의 정치화 -1938~1945년 다카라즈카 소녀가극이 재현한 제국 통합의 이데올로기

＊ 정정훈(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 발리 우붓 지역 관광발달과 전통의 재구성: 뉴꾸닝 주민의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2018년도 SNUAC 석사학위논문상

＊ 류수경(인류학과) | 초국적 정치 난민으로 살아가기: 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망명과 귀환

＊ 이민정(정치외교학부) | 1990년대 일본의 제한적 국제규범 수용과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의 정치 과정

FICS (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 by Students)

＊ 학생 동아리 서울대 FICS SNU와 동경대 FICS UT 간의 교류 및 사회연구 세미나 진행

＊ 매년 2월과 8월에 서울과 동경에서 1주일간 양국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세션 진행 및 문화탐방 활동

Friends of Asia (FoA)

＊ 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아시아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와 통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2018년도 팀별 세미나 월 2회 진행, 아시아지역 정보 조사, 이슈페이퍼 작성, 총 2회의 문화탐방 진행

제9기 연구연수생  

강태희(터키 미마르시난예술대학원)

김건하(아시아언어문명학부)

김채림(정치외교학부)

박정윤(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박호정(연세대 국제학부)

손수현(한국외대 마인어 통번역학과)

 

손자운(아시아언어문명학부)

윤유선(인류학과)

장한나(아시아언어문명학부)

 

조정균(국제대학원)

최호환(고려대 대학원)

제10기 연구연수생 

강수경(농경제학과)

고인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은수(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노유진(한양대 글로벌비지니스학과)

딜로자(인하대 다문화학과)

박수지(아시아언어문명학부)

이다혜(인류학과)

이현지(정치외교학부)

신정원(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전민수(연세대 사학과)

SNUAC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

＊ 장성일(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 냉전기 에너지 안보위기에서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 조건에 관한 연구

＊ 여수빈(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 난민교육의 재개념화: 태국 북부 난민촌 사례를 중심으로

＊ 김가형(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 | 메솟지역 이주민 학습센터에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 적용

＊ 조대현(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 중앙아시아 지역안보 안정화 전략 비교연구

＊ 김종민(농업생명과학대학원 산림환경학 석사과정) | 인도네시아 생태관광지 시장 세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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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재정
연구기금

㈜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10억 원)

㈜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10억 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 
(학술교류기금, 1억 원)

서울대학교 임현진 명예교수 
(임길진 Fellowship, 1억 원)

(재)한국 사회과학자료원 기금(16억 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  
얼라이드 인벤터스 매니지먼트 강찬수 대표
(시민사회 프로그램연구 기금, 3천7백만 원)

서울대학교 안청시 명예교수(1천만 원)

세계한류학회(국제학술기금, 1천만 원)

딜로이트 안건회계법인 이정희
(시민사회 프로그램학술기금, 1천만 원)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협력및정책학술기금, 8백만 원) 

한국고등교육재단 
(학술대회 지원금, 5백만 원)

※2009년 이후 누적분임

※ 산정 기간: 2018. 3 ~ 2019. 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부연구비 2,447,460,699 2,468,758,002 1,709,970,204 2,642,783,748

간접비(수입) 200,740,885 182,848,952 149,011,102 185,342,962

간접비(이월) 134,020,889 206,704,918 261,544,576 226,077,806

법인회계 1,832,409,000 2,053,035,000 2,120,790,800 1,788,047,000

0억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2015-2018 수입

법인회계 간접비(이월) 간접비(수입) 외부연구비

2015 2016 2017 2018

외부연구비 2,357,369,786 2,390,309,970 1,627,653,402 1,906,629,496

간접비 128,648,096 142,465,058 206,677,825 164,212,060

법인회계 1,830,824,700 2,043,672,129 2,114,822,692 1,787,140,254

0억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2015-2018 지출

법인회계 간접비 외부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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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년 2월 

9월 

2010년 7월 

9월

2011년 3월 

10월  

2012년 9월

2013년 3월

4월

5월

9월 

9월

2014년 3월

9월 

 

2015년 6월 

7월

10월 

2016년  4월

12월

2017년 9월  

8월 

 10월 

2018년 2월 

 4월 

 5월 

 8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제1회 SNUAC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란 무엇인가: 회고와 전망’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신축건물 기공(2013년 2월 완공)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제2회 SNUAC 국제학술대회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개최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아시아연구 기반구축사업 시작 

<열린강연> ‘이제는 아시아시대’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제2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개최

신흥지역연구사업 2단계 진입, SSK 사업 중형 단계 진입(국제무역, 통상질서, 표준화 연구단) 및 

신규 유치(동아시아와 도시연구단), 토대연구사업 선정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개최

국제학술회의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개최> 개최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단계 진입

제5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박수진 교수)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대형 단계 승격.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출범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출범

서울대학교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 결성

6월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다양성+Asia> 창간호 발간

서울대학교 연구소(원)평가 인문사회 연구소(원) 3위 (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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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왓프라깨우(에머랄드 사원) 내 하누만 동상. 하누만은 라마끼
안(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태국판)에 등장하는 원숭이 
형상의 신으로 라마왕을 보좌하는 용맹한 무사이다.

글, 사진 

이지은 박사는 태국 방콕의 쭐라롱껀 대학교에서 태국학(문화)

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와 서강대

학교 열린동남아학교에서 강의했고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선

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태국의 대중문화나 문학을 통한 사회, 종

교, 젠더의 변화 읽기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문열의 <

황제를 위하여>, 한국영상위원회의 <한국영화 100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 전래 동화 모음집> 등 다수의 한국문학 번역

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