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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시아 시대'를 열고, '아시아 연구'를 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을 만들어 보자는 일념 아래 설립된 아시아연구소는 선도적으로 

아시아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9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연구 기관이 겪는 발달 단계의 측면

에서 보자면 설립 및 확장 단계를 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단계를 

거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함으로써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 연구 기반구축과 우수한 

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설립 및 확장 단계를 지나 안정 단계에 안착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의 '축적'을 전략적이고 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십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 연구'라는 영역에

서 양질의 공유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진일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약적 축적을 통해 '아시아'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린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시아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무르며 연구해 보고 싶은 연구의 장(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아연구소가 나아갈 길 위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1. 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자로서, 아시아연구소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나요?

현재 국제교류부에서는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자와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리

뷰/아시아지역리뷰 투고 등을 통해 연구 성과물 공유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라는 조

직을 통해 개인 연구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련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방문학자 프로그램: snuac_exch@snu.ac.kr

* 아시아리뷰: snuacjournal@snu.ac.kr

*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ac.asiareview@gmail.com

*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 snuac_core@snu.ac.kr

2.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아시아연구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나요?

2015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이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면서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 분야의 데이터 아카이빙

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KOSSDA의 데이터 아카이빙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지역정보센터’를 출범시켰으며, 아시

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포털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http://kossda.snu.ac.kr/

* 아시아지역정보센터: kossda@snu.ac.kr

3. 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생)의 경우,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학술행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를 방법론적 틀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프레임 하에 6개의 센터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5개의 주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세미나, 콜로키움, 특별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관련 연구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박사과정생들을 지원하는 박사논문작성지원상 및 박사학위논문상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 센터 및 주제 프로그램/학술행사 관련 문의: 학술연구부(snuac_research@snu.ac.kr)

*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박사학위논문상 문의: 인재개발부(snuacedu@snu.ac.kr)

* 학술행사 공지 및 후기

  온라인 뉴스레터 구독 신청(http://snuacnews.snu.ac.kr)

  아시아연구소 웹사이트(http://snuac.snu.ac.kr)

  아시아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snuac)

4. 학부생의 경우, 아시아연구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시아연구소 인재개발부에서는 아시아 관련 연구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연구연수생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교내의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Friends of Asia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의 커뮤니

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snuacedu@snu.ac.kr

* Friends of Asia: snuacedu@snu.ac.k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축적과 공유를 통해 

'열린 아시아연구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Phone : 02-880-2692      

Fax : 02-883-2694     

Homepage : http://snuac.snu.ac.kr 

Facebook : http: //www.facebook.com/snuac

Newsletter : http: //snuacnews.snu.ac.kr

     E-mail : snuac@snu.ac.kr



아시아연구소는 연구, 교류, 자료의 축적과 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종합형 연구소이다. 

특히, 서구 중심의 지식 생산의 주류에서 벗어나 

아시아적 지식 및 발전모델을 발굴하여 확산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연구수행과 국내외 

전문 연구자 교류의 허브로서의 역할, 

그리고 연구 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확산을 수행하는 종합형 연구소

로서의 아시아연구소는, 

출범 이후 9년간 학술활동,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내 아시아

연구의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이제는 ‘열린 아시아연구소’를 

지향하며 세계 아시아연구의 

허브로 발전해가고 있다.

아시아연구소의 설립목적과 비전

연혁
2009년 2월

9월

2010년 9월

2011년 3월

10월

2013년 3월

5월

9월

2014년 3월

2015년 6월

10월

2016년 4월

2017년 8월

9월

11- 2월(201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 (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SNUAC 창립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란 무엇인가: 회고와 전망' 개최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SNUAC 국제학술대회: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개최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시작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독립건물 준공 및 이전

제3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 (강명구 교수)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개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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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회의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개최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제5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 (박수진 교수)

아시아지역정보센터/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아시아지역리뷰 출범

학술연구부 - 아시아연구 기반구축/기획/저술/출판/학술행사 지원 및 관리

국제교류부 - 국제 연구교류 협력사업/국제 학술행사 기획 및 개최/방문학자 프로그램

인재개발부 - 연구연수생 프로그램/SNUAC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박사학위논문상

전략기획실 - 연구소 발전 계획/신규사업 기획 및 유치/국내외 네트워킹 사업

연구행정지원실 - 회계 예·결산 및 집행/연구비 지원 및 관리/인사 및 시설물 관리/대내외 홍보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동북아시아센터

동아시아 연대와 협력/ 
중국의 부상/한반도 현안연구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 관계/동아시아 안보/ 
한국의 외교전략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시민정치/시민경제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국제무역/기술·특허/규제·표준

시민사회 프로그램

한국 및 아시아 NGOs DB/지구정의운동
한-일 지역 커뮤니티   CSR 비교

환경협력 프로그램 

토지이용 변화/재해 및 위험 환경변화  
적응/다행위자 시스템

동남아시아센터

이슬람 금융/아세안/ 
VIP 신흥지역 연구

중앙아시아센터

지역정체성/민족문제/ 
이슬람/동서교류

서아시아센터

시민사회 운동/이슬람/ 
지역분쟁

아시아도시센터

포용적 공유도시/저성장 회복도시/ 
지속가능 전환도시/탈냉전 평화도시

KOSSDA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빙, 공유 및 확산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아시아지역정보 수집 및 확산

남아시아센터

인도의 경제 발전/지속가능한 성장/
남아시아 ODA

SNUAC 자료

KOSSDA - http://kossda.snu.ac.kr/

연구기관들과 개인 연구자들이 산출하는 조사자료, 통계자료, 면접 및 구수자료, 

기록문서 관찰기록 등의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DB로 구축하여 웹사이트

를 통해 제공

SNUAC 아카이빙

아시아지역정보센터

KOSSDA 데이터 아카이빙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 및 지역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는 포털시스템

<다양성+Asia> - http://diverseasia.snu.ac.kr/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재적 이슈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문화적, 정치·경제적 맥락을 깊고, 

새롭게 다루는 컨텐츠로 구성된 웹진

SNUAC 커뮤니티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

서울대 내에 있는 다양한 아시아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들의 공유 플랫폼으로 기관 간의 소통 및 공유의 장으로서 역할 수행

Friends of Asia

‘아시아’라는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아시아연구소의 연구연수생 및 동아리 프로

그램 구성원들과 학내의 아시아 지역 출신 학생 커뮤니티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

한 인적 네트워크

SNUAC 컨텐츠

아시아연구소 총서(출판물)

아시아 지역의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연구 총서,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모노그래프 시리즈,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등의 단행본을 발간

아시아리뷰 - http://asiareview.snu.ac.kr/

연 2회 발간되는 아시아연구소 정기 학술지로서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기고로 구성. 

국/영문 웹사이트 

http://snuac.snu.ac.kr/, http://snuac.snu.ac.kr/eng/

반응형 웹기반의 프로그램 활용으로 국/영문 웹사이트 

운영. 아시아연구소의 각종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온라인 채널

온라인 뉴스레터 - http://snuacnews.snu.ac.kr/

분기별로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 단순한 행사 홍보가 

아닌 학술행사 후기와 인터뷰, 현지답사 후기 및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기고와 뉴스 등을 담아내는 온라인 아카

이브로서 기능 수행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snuac/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여 아시아와 아시아 연구에 

관심있는 전공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소식 전하는 채널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