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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
(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2010년 9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2011년 3월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2013년 3월
아시아연구 기반구축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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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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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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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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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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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정보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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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 결성
6월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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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대학교 연구소(원)평가 인문사회
연구소(원) 최우수 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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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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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교류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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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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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센터
＊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역 및 공동체 연구
＊ 아시아의 지경학적 역학의 변동 연구
＊ 서울대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 활동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기초연구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구
＊ 한중일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 연구
＊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한반도
이행전략 연구

동남아시아센터
＊ 동남아 이슬람 금융 연구
＊ 메콩 개발협력 연구
＊ 동남아진출 한국기업연구
＊ 소비문화와 기업문화 연구

시민사회 프로그램
＊ 한국 및 아시아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
＊ 시민사회 추동의 로컬 거버넌스 비교
＊ 환경, 개발협력, 이주민, 사회혁신 비교
연구

중앙아시아센터
＊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주 연구
＊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특성 연구
＊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물류 연구
＊ 유라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연구
서아시아센터
＊ 지역으로서의 서아시아 연구
＊ 서아시아의 시민사회 운동 연구
＊ 서아시아 이슬람주의 운동의 흐름과 변화
＊ 서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결과

미중관계 프로그램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 미-중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미-중 관계의 변천사 연구
미래지구 프로그램
＊ 글로벌 미래지구 어젠다의 실천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융합적 대
안 제시
＊ 남·북·재중동포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
축(훈춘포럼)

남아시아센터
＊ 인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 국제 관계 속에서의 인도
＊ 남아시아 지역의 국제 개발 협력

삶의 질 프로그램
＊ 아시아의 빈곤과 불평등 개선 실태 평가
＊ 아시아 아동 삶의 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 도시전환랩 구축
＊ 회복 도시 전망 모색
＊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론적 연구
＊ 접경도시 및 군사기지도시 연구

＊ 사회과학 데이터의 수집 및 구축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 데이터 관련 연구 사업
＊ 국제협력 사업
아시아지역정보센터
＊ 데이터베이스 구축
＊ Country profile과 자료분석 제공
＊ Country report 작성
＊ 아시아 지역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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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센터
동북아시아센터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주제들을 발굴하고 학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확장을
담당하는 연구센터이다. 크게는 각 지역 간 이주, 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계 및 대중
의 관심이 필요한 최근의 이슈들을 강연을 통해 공유, 분석하고 관련 자료들을 축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연구 외에도 최근에는 동북아의 맥락에서 남북한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급변하는
북한 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본 센터는 서울대
내 아시아 관련 연구기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연구 네트워크 강화와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
＊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역: 동북아시아지역의 각국 간 교역 및 이주의 확대·다변화
＊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동북아시아지역 국가의 국가주의 강화와 공동체의 가능성
＊ 아시아의 지경학적 역학의 변동: 서울대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활동 지원
＊ 국제교류 사업: IIAS <The Newsletter> 내 동북아시아 파트를 담당하여 동북아 관련
최근 이슈를 발굴 및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확보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김병연 센터장(경제학부) | kimby@snu.ac.kr | 변환 경제학(북한 경제, 비교 경제 시스템)
김용호 객원연구원 | kimyh1358@snu.ac.kr | 정치학(정당 연구, 정치학 연구 방법론, 중국 정치)
문우종 선임연구원 | tohisk@snu.ac.kr | 기업 인류학(중국 의료시스템과 제약 산업,
IT 기업의 소통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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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는 2012년 출범하여 대륙부 동남아연구와 해양부 동남아연구로 구분하여 각각
‘메콩(Mekong)’ 지역의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소비문화와 이슬
람 금융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센터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지식을 폭넓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동남아 열린 강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
＊ 동남아 이슬람 금융 연구: <이슬람금융은 대안적 금융인가?: 동남아 이슬람 금융의
원리와 실천> 이란 주제로 종교·금융·경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진행
＊ 메콩 개발협력 연구: 2015년부터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공동연구 수행. <메콩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2018) 연구결과 도출 및 <메콩 지역 국가들의 초국경성>에 관한
연구 진행
＊ 소비문화와 기업문화 연구: <해외 진출 기업과 로컬 사회의 상호작용 연구에 기반한
현지화 전략의 구축과 실행: 동남아 VIP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과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오명석 센터장(인류학과) | mysoh@snu.ac.kr | 인류학(말레이시아 지역연구,
할랄 및 이슬람 금융연구)
최경희 선임연구원 | kalli@snu.ac.kr | 정치외교학(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연구)
이지혁 공동연구원 | leejihyouk@snu.ac.kr | 국제학(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연구)
엄은희 공동연구원 | likemoon@snu.ac.kr | 지리교육학(필리핀 및 아세안 지역연구)
육수현 공동연구원 | landsnow@snu.ac.kr | 문화인류학(베트남 및 아세안 지역연구)
채현정 공동연구원 | renna405@snu.ac.kr | 인류학(태국 및 아세안 지역연구)
이준표 객원연구원 | eagleeagle55@snu.ac.kr | 법학(아세안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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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센터
중앙아시아센터는 유라시아 각국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총체로서 ‘중앙아시아
지역’, ‘유라시아 지역’의 현황과 정체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인들의 생활과
의식의 근간을 형성하는 이슬람 연구를 수행하였고, 고려인의 전통생활문화와 관련된 인터뷰,
사진, 영상, 문서 등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2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중앙아시아센터는
학술회의, 문화행사, 강연회, 현지조사 등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축적된 정보와 성과물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유수의 연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
＊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주 연구: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주의 제2 물결’ 현상을 이주 제도
와 정책, 노동·교육이주 및 젠더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  
＊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물류 연구: ‘신 실크로드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유라시아 지역
의 교통·물류 인프라의 현황과 향후 건설 계획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
＊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특성 연구: 종교이자 문화적 규범인 이슬람이 중앙아시아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고찰
＊ 유라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연구: 고려인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 과정을
구술사를 통해 연구하고 데이터와 아카이브 등으로 축적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신범식 센터장(정치외교학부) | sbsrus@snu.ac.kr | 국제정치학(러시아 외교 및 유라시아 국제
관계, 환경 및 에너지 국제정치, 비교 지역연구와 동북아 지역 협력)
김효섭 선임연구원 | khsup@snu.ac.kr | 지리학(유라시아의 지역 정체성과 접경 지역,
중앙아시아지역의 이주와 송금 경제, 중앙아시아 지역 통합과 교통, 물류)
최아영 객원연구원 | cool3039@snu.ac.kr | 민족학(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주,
유라시아 공간의 디아스포라 및 민족문제 구술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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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센터
서아시아센터는 콜로키움, 지역심화세미나, 강연 등 학술 활동을 통해 서아시아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국내의 서아시아 지역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아시아
각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다 깊은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서아시아 정세에 주목하여
서아시아 지역 내 분쟁 및 국제관계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서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신진학자 및
학생들로 구성된 모임과의 교류를 통해 서아시아 지역학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주요 연구 주제
＊ 지역으로서의 서아시아 연구: 서아시아의 아랍국들과 이란, 터키, 이스라엘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와 지역 내 국제정치 관계에 대해 연구
＊ 서아시아의 시민사회 운동 연구: 젊은 세대와 사회 개혁층을 통해 서아시아 지역의
시민 사회운동을 고찰
＊ 서아시아 이슬람주의 운동의 흐름과 변화: 순니 이슬람과 시아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종파 간 특징과 갈등에 대한 연구
＊ 이란의 녹색운동과 아랍의 봄을 증심으로 한 서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결과에 대한 고찰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구기연 선임연구원 | kikiki9@snu.ac.kr | 인류학(심리인류학, 무슬림 여성, 미디어, 청년세대,
한국 내 이슬람포비아 현상, 이란)
이수정 공동연구원 | sooislam86@gmail.com | 이슬람학(이슬람학, 한국 무슬림 사회,
무슬림 디아스포라와 타국에 미치는 영향)
엄한진 공동연구원 | eom3597@hallym.ac.kr | 사회학(이슬람주의 종교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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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센터
남아시아센터는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 및 발전, 국제 협력 및 개발, 국제 관계 등의
주제로 국내 및 해외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강연을 개최하는 등의 학술활동
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도의 국별 기여방안(INDC)을 주제
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인도 경제 및 소비시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학술지에 발표하
고 강연을 하고자 한다. 또한 미-중 갈등의 국제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주제로 한 강연 활동을
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향후 남아시아센터가 인도 외 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장
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주제
＊ 인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인도의 국별 기여방안(INDC)을 주제로 인도의 산업 정책과
법제 관련 분석
＊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인도 경제 및 소비 시장을 주제로 연구 수행
＊ 국제 관계 속에서의 인도: 미-중 갈등의 국제 관계 흐름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인도를 주제로 해외 공동연구원의 강연
＊ 남아시아 지역의 국제 개발 협력: 남아시아 지역 및 국제 개발 협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 개최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김신주 선임연구원 | shiratta@snu.ac.kr | 경제학(인도 경제, 국제 경제, 국제 무역, 남아시아 경제)
이명무 공동연구원 | leemm@naver.com | 경영학(기술경영, 적절기술, 팹랩(Fablab), BoP,
인도 IT 산업)
이지훈 공동연구원 | jihoon320@hotmail.com | 법학(인도 헌법, 민법, 형법, 국제법)
Sandip Mishra 공동연구원 | sandipmishra10@hotmail.com | 국제관계학(아시아-태평양
안보 이슈, 인도와 동아시아의 관계,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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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KOSSDA는 사회과학 경험 연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아카이브로, 연구데이터의 수집,
체계적인 구축과 장기 보존, 그리고 데이터 이용 및 공유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 및 기관이 산출한 조사자료, 통계자료, 면접 및 구술자료, 기록 문서, 관찰기록 등의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한편, 데
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페어, 논문경진대회, 아카이브 이용방법 특강 등 다양한 종류의 오프
라인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과학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카이빙 연구, KRM DB 구축 연구,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
서 작성 연구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센슈대학이 주관
하고 있는 아시아 7개국 ‘사회적 웰빙’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KOSSDA는 국내 데이터 공유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 데이터아카이브 협력 네트워크인 NASSDA(Network of Asi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 활동을 통해 아시아연구 데이터 허브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연구 주제
＊ 사회과학 데이터의 수집 및 구축: 양적/질적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데이터 큐레이션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방법론교육프로그램, 데이터 페어, 논문경진
대회, 아카이브이용방법특강
＊ 데이터 관련 연구 사업: 아카이빙 연구, KRM 사회과학 분야 DB 구축 연구, 한국의
사회동향, 아시아 7개국 ‘사회적 웰빙’ 조사 데이터 통합 연구
＊ 국제협력 사업: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협력 네트워크(NASSDA), 아시아 7개국
‘사회적 웰빙 조사’ 협력 네트워크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이재열 원장(사회학과) | jyyee@snu.ac.kr | KOSSDA 총괄
구혜란 부원장(사회발전연구소) | hrkoo@snu.ac.kr | 연구기획, 대외협력
최문희 선임연구원(연구교육실) | moonhc2014@snu.ac.kr | 방법론교육프로그램 총괄, KRM DB구축
이상운 실장(자료개발실) | sangwooni98@snu.ac.kr | 데이터 수집 및 구축 총괄, DB시스템관리,
한국의 사회동향
허혜옥 연구원(자료개발실) | hyeokh@snu.ac.kr | 양적 데이터 수집 및 구축, NESSTAR 구축, 데이터 페어
한아름 연구원(자료개발실) | harmir@snu.ac.kr | 양적 데이터 수집 및 구축, 자료이용문헌 구축
김혜진 연구원(자료개발실) | kiyo3@snu.ac.kr  | 질적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대외협력
반미희 연구원(연구교육실) | banmihee@snu.ac.kr | 방법론교육프로그램 운영
고지영 연구원(연구교육실) | jiyoungko@snu.ac.kr | 방법론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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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시사회센터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아시아 도시들이 발전주의 도시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또한 아시아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transition), 포용(inclusiveness), 공유
(commoning), 평화(peace),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향하는 대안적 도시 담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본 센터는 도시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시의성 있는 이론적 연구
성과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정책 제안으로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외 연구와 활동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기반의 도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
＊ 도시전환랩 구축: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도시사회운동과 사회적 자본 연계
＊ 회복 도시 전망 모색: 제조업 산업단지 기반 지방 도시의 성장과 위기 과정을 추적해
한계를 진단하고, 회복 도시로서의 전망 모색
＊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동아시아 맥락에서 에너지ㆍ수자원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관계에 관한 이론화 작업
＊ 접경도시 및 군사기지도시 연구: 동아시아의 접경도시 및 군사기지 도시들을 사례로
냉전과 신냉전 지정학적 질서가 도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박배균 센터장(지리교육과) | geopbg@snu.ac.kr | 지리학(지역개발의 정치, 국가의 공간성,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도시화)
백일순 선임연구원 | thinki01@snu.ac.kr | 지리학(접경지역의 공간 구조 및 변화 양상,
법제도의 다차원성)

  

심한별 선임연구원 | pinehill@snu.ac.kr | 도시계획학(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산업ㆍ노동
재구조화에 따른 공간 변화와 경제 회복력))
이승원 선임연구원 | ishi0920@snu.ac.kr | 정치학(이데올로기와 담론분석,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사회혁신)
황진태 선임연구원 | dchjt@snu.ac.kr | 지리학(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ㆍ도시론, 정치생태학,
위험 및 재난)
강수영 연구원 | paseante@snu.ac.kr | 지리학(지역개발과 공간분석)
최희진 연구원 | feelingshj@snu.ac.kr | 도시계획학(도시재개발 갈등과 젠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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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아시아연구소의 지역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및 사업을 발굴, 형성한다. 연구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아시아 지역 관련 데이터 축적, 학술논문과 보고서를 출판, 국내외 개발협력 공인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연구소의 국제개발
협력학회(KAIDEC) 사무국 유치를 통해 향후 깊이 있는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연구와 ODA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청년 역량개발프로그
램인 ODA 영프로페셔널(YP)사업을 수행하면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생태계형성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
＊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기초연구: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분야별 연구주제 및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구: 개도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
＊ 한중일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 연구: 아시아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현황 및 전략
비교, 한국의 아시아 공적개발원조 방향 제시
＊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한반도 이행전략 연구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김성규 선임연구원 | fuberlinkim@snu.ac.kr | 개발협력·산업사회학(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한중일 개발협력 전략비교, 개발협력과 난민, 개도국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강민정 연구원 | minjeongkang@snu.ac.kr | 국제협력 석사과정·식품공학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 세계식량정책,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변혜진 연구원 | soyoyu@snu.ac.kr | 외교학·국제학(국제정치, 아프리카 비교정치,
아프리카 지도자 인식과 국내정치체계·결정과정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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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정보센터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치·경제·행정·사회 전반에 관련된 아시아
국가의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을 목표로 한다. 지역정보 플랫폼은 아시아 국가별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여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를 활용해 각국의
개요를 제공하는 'country profile', 각국의 공무원들에 의해 제공되는 국가별 주요 행정, 정책,
최신 이슈에 대한 'country report', 그리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지역전문가에 의해 생산되는
'자료 분석 결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연구소, 행정대학원, 아시아 연구자 네트워크 등이
연구에 협력하여 결과물을 공유·확산하는 이 플랫폼은 개방성, 확장성, 적시성을 바탕으로 아시
아지역 관련 연구의 핵심 지식기반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플랫폼은 아시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아시아연구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제 간 연구에 기여하고, 근거기반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아시아연구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연구 주제
＊ 데이터베이스 구축: Open API 기반 자료 수집 프로그램 개발 통한 아시아 지역의 통계
자료 수집과 검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Country profile과 자료분석 제공: 수집된 통계자료 기반으로 국가별 현황과 개요를
제공하는 country profile과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 맞춤형 자료분석(표, 그래프,
지도 등) 제공
＊ Country report 작성: 아시아 각국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주요 행정, 정책, 최신 이슈 등
각국의 현황 보고서 초안을 지역전문가와 해당국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검토·종합
한 매년 업데이트되는 아시아 지역정보 보고서 작성
＊ 아시아 지역통계 분석: 아시아 지역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및 아시아
지역의 SGD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엄밀한 근거와 높은 수준의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한 regional report 등을 생산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고길곤 디렉터(행정대학원) | kilkon@snu.ac.kr | 행정학(계량분석, 데이터 시각화, 정책분석,
의사결정이론, 중국행정개혁 및 부패)
허정원 선임연구원 | jwhuh@snu.ac.kr | 사회복지학(양적분석(SAS), 데이터 시각화,
젠더·인종·빈곤 이슈)
고민경 객원연구원 | leriel@snu.ac.kr | 지리학(사회문화지리, 질적분석, 정책분석,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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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프로그램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주요 영역 및 주제에 관한
역동적인 변화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연구팀은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 아시아 지역 NGO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중-일 및 아시아지역 시민
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양적·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
＊ 시민사회 기초자료 구축: 시민사회, NGO, 사회적경제 관련 기초통계 및 네트워크 지형도
분석, 평가
＊ 시민사회 주제 연구: 환경, 노동, 에너지, 보건, 여성, 청년, 사회적경제, 시민운동,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민사회 활동 연구
＊ 시민사회 연구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시민사회 행위자 및 관련 학계 간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임현진 디렉터(사회학과) | hclim@snu.ac.kr | 정치사회학(사회발전론, 지구시민사회, 사회적경제)
공석기 선임연구원 | skong@snu.ac.kr | 정치사회학(사회적경제, 환경·인권 NGO연구)
김태균 공동연구원 | oxonian07@snu.ac.kr | 국제정치, 사회정책(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ODA)
김영춘 공동연구원 | yckim@unist.ac.kr | 조직사회학(사회혁신, 소셜벤처)
김진희 공동연구원 | drkjh@kedi.re.kr | 교육학(다문화, 청년,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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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중국의 ‘부상’과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의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미-중 관계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은 우선 기존의 미-중
관계 관련 연구의 서지 목록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미-중 관계의 변천사 연구,
‘세력전이’의 도래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 그리고 패권국과 부상국 간 상호인식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미-중 관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 15개 국의 입장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
＊ 미-중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중 관계를 주제로 한 영문 및 중문 학술자료 수집
＊ 미-중 관계의 변천사 연구: 역사적 관점에서의 ‘대국굴기(大國屈起)’ 비교연구와 ‘세력
전이’의 틀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물리력(hard power)’과 영향력의 변화 추이
비교분석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정재호 디렉터(정치외교학부) | cjhir@snu.ac.kr | 정치학(중국 지역연구, 중국 외교정책 및
국제정치학 방법론)
김헌준 공동연구원 | hunjoon7@korea.ac.kr | 정치학(국제정치, 국제인권)
Shawn Ho Yuan Sheng 공동연구원 | shawn.ho.2012@gmail.com | 아시아학(한반도 정치 및
안보· 역사, 동아시아 안보, 한-아세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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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구 프로그램
미래지구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
기 위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이다. 아시아연구소는 미래지구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유치하고,
향후 자연과학-인문사회 간 대화와 연구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수요에 기반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사업의 방향은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 국내 미래지구 어젠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융합연구
를 위한 기반 마련, 둘째, 일본의 미래지구 아시아 허브와 공동으로 동아시아의 미래지구 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셋째, 장기적으로 남한(서울대)-북한(김일성종합대)재중동포(연변대)를 포괄하는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주제
＊ <인류의 미래를 묻다> 연속 집담회: 인류세, 위험사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의 석학들 간의 대화의 장을 조직하여 융합적
관점의 대안을 모색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협력: 글로벌 미래지구 어젠다의 실효적
실천을 위해 열린 체계로서의 한반도와 지역적 단위로서의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의 조직과 성과 공유
＊ 훈춘포럼 : 서울대학교와 연변대학교의 지리학과 환경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반
도의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문제의 공간적 패턴과 확산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초대하여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김준 디렉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joon@snu.ac.kr | 농림 기상학(지속가능성 과학,
복잡계 사회-생태 시스템, 지구시스템 모델과 농업생태학, 동아시아
탄소 플럭스와 기후변화 협약 등)
박수진 공동연구원 | catena@snu.ac.kr | 지리학(개발도상국 발전문제, 한반도 자연재해)
엄은희 공동연구원 | likemoon@snu.ac.kr | 지리교육학(동남아시아의 생태환경,
메콩지역의 통합과 경제변동, 동남아 한인사회,  동아시아 시민사회)
윤순창 공동연구원 | yoon@snu.ac.kr | 대기과학·지구환경과학(미래지구 국제협력,
한반도의 대기오염, 동아시아 황사배출 모델링 등)
윤지현 공동연구원 | hoonyoon@snu.ac.kr | 식품영양학(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정책,
남북한 영양 비교연구, 생애주기별 국민식생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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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프로그램
삶의 질 프로그램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개발 이후 직면한 불평등 문제와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아시아에 있는 여러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학술논문과 연구서를 출간하고
1년에 한 번씩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학술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Children's world를 통해 구축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국제 자료를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별로 아동의 삶의 질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를 동아시아 학자들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학술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여 이를
학술지나 저서로 묶어서 출판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주제
＊ 아시아 불평등 연구: UN의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ment를 준거
틀로 아시아 각국의 빈곤과 불평등 개선 실태 평가
＊ 아시아 불평등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18년 9개국 학자가 참가한 국제 학술대회를
서울대에서 개최했으며, 2019년 중국 북경에서 연구결과를 공표하는 국제 학술대회
개최 추진
＊ 아시아 삶의 질 연구: Children‘s world에서 구축한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비교·연구
＊ 아동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9년에 Save the children Korea와 함께
동아시아 학자들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예정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구인회 디렉터(사회복지학과) | inhoeku@snu.ac.kr | 사회복지학(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효과분석)
Yoo Joan Paek 공동연구원 | joanyoo@snu.ac.kr | 사회복지학(아동복지, 아동발달 및 건강,
의료사회복지)
한윤선 공동연구원  | yshan@snu.ac.kr | 사회복지학(청소년 복지, 다문화가정)
강지영 공동연구원  | jiyoungksw@hnu.kr | 사회복지학(일·가정 양립, 사회정책 효과분석)
이원진 공동연구원  | lwj4035@kihasa.re.kr | 사회복지학(빈곤과 불평등, 노후소득보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9

연구성과 확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사회과학 양적·질적 데이터의 수집, 보존 및 보급
국내 데이터공유 협력네트워크 구축
＊ 방법론교육프로그램, 데이터 페어, 논문경진대회, 자료이용방법 특강
＊ 아시아 7개국 ‘사회적 웰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아시아 데이터아카이브 협력체(NASSDA)
＊ 데이터 아카이빙 연구, 한국연구재단<기초학문자료센터 DB 구축>,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국가주요지표체계>

2,600+
양적 및 질적
데이터셋

2,500+
연간 데이터 제공

100+
자료공유
협력기관

1,000+

180+

연간
방법론 교육
수강생

회당
데이터 페어
참석자

IIAS <The Newsletter> News from North Asia 담당
아시아연구소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아시아 연구기관인 IIAS(International Institute of Asian
Studies)에서 연 3회 발행하는 <The Newsletter>지의 동북아시아 관련 뉴스를 맡아 기획, 작성하
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현안과 동북아시아 발전방향에 대한 다
양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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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리뷰 <Asia Review>
＊ 연 2회 발행되는 아시아연구소의 학술지로 인문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 연구의 통합을 모색, 다양한 아시아 관련 연구 결과 소개
＊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과 방법론에 열려 있으며, 아시아 연구’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자유주제 논문 게재로 학문
적 융합 시도
＊ 아시아연구소 기획과제를 통해 우수한 학자들의 아시아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발전을 도모하고, 결과물은 엄선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특집 논문
으로 학술지에 게재
＊ <아시아리뷰>는 2011년 6월 창간호를 발간하고 2015년 7월에 연구재단 등재후보
지로 선정. 2017년 8월에 등재지로 선정되었으며, 6권 2호(2017년 2월 28일 발간)부터
등재지로 적용
주요 연구진 및 연구 분야
편집위원장

오명석(인류학과)

부편집위원장

홍백의(사회복지학과)

편집위원

손인주(정치외교학부)

편집위원

조문영(연세대)

편집위원

김수정(충남대)

편집위원

이지원(한림대)

편집위원

이광수(부산외대)

편집위원

전제성(전북대)

편집위원

Jin Jianbin(Tsinghua U.)

편집위원

Wang Yihong(Peking U.)

편집위원

Mizukoshi Shin(U. of Tokyo )

편집위원

김성민(Hokkaido U.)

편집위원

Angel Lin(U. of Hong Kong)

편집위원

이은정(Freie Universität Berlin)

편집위원

권헌익(Cambridge U.)

편집위원

고영경(Sunway U. Business
School, Malaysia)

책임편집

남은영(아시아연구소)

편집조교

이나경(경제학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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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다양성+Asia>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은 아시아연구소의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
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은 콜로키움과 웹진 발간을 통해 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정체성을 담보하는 연구 주제들을 꾸준히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 현재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시아지역심화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있는 아시아지역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 아시아 각 지역의 현재적 이슈(Current Issue)에 대한 연구
＊ 아시아의 교류, 협력, 통합, 연계에 대한 연구
＊ 아시아의 진정한 협력을 위하여 아시아의 갈등 문제에 대한 고찰
주요 연구진
구기연 선임연구원(서아시아센터) | kikiki9@snu.ac.kr
김신주 선임연구원(남아시아센터) | shiratta@snu.ac.kr
김효섭 선임연구원(중앙아시아센터) | khsup@snu.ac.kr
문우종 선임연구원(동북아시아센터) | tohisk@snu.ac.kr
백일순 선임연구원(아시아도시사회센터) | thinki01@snu.ac.kr
최경희 선임연구원(동남아시아센터) | kall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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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방문학자 펠로우십
＊ 아시아 관련 우수연구를 지원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활성화 도모
＊ 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18년 3월에 시작되어, 6개월 단위로 공개모집하여 운영

방문학자 프로그램
＊ 아시아연구에 관심을 갖는 우수학자들의 교류 공간
＊ 매 학기 정기적인 방문학자 세미나를 통한 연구교류
＊ 아시아연구소 글로벌 연구자 네트워크의 기반
＊ 아시아, 유럽, 미주 등 21개국으로부터 75명 방문(2012-2018)

연구교류 네트워크
＊ 국내외 아시아 전문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 기관 간 협정(MOU)에 바탕한 제도화된 교류 (11개국 29개 기관과의 교류협정)
＊ 국제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SSRC(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nterAsia Program,
ICAS(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국제공동사업
＊ ICAS 아시아연구 우수학술 도서상(한국어) 주관
＊ 아시아 국제비교연구 데이터 구축을 위한 'Social Well-Being 연구(SWB)' 국제조사 협력
네트워크 활동
＊ NASSDA(Network of Asi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를 통한 아시아권 데이터아카이브
협력체계 구축
＊ 한-일 협력연구사업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진행
＊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East-Asian Inclusive Cities Network: EA-ICN):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홍콩침례대 지리학과 등과 연구자, 활동가들이 함께 도시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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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 뒤틀린 세계화 : 한국의 대안 찾기 | 임현진, 공석기
＊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 안덕근, 박지형, 이지홍
＊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한류 | 김익기, 임현진
＊ 산둥에서 떠오르는 동아시아를 보다 | 정근식, 신혜선
＊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 김의영, 미우라 히로키
＊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 신범식, 양승조 외
＊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 강명구, 김홍중, 신혜선
＊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 | 공석기, 임현진
＊ 다롄연구 : 초국적 이동과 지배, 교류의 유산을 찾아서 | 정근식, 신혜선
＊ 냉전의 섬 : 금문도의 재탄생 | 정근식, 김민환
＊ 아시아는 통한다 : 흐름과 관계를 통해 본 知圖 | 이재열, 임현진
＊ 북한의 대학 | 정근식
＊ 주민과 시민 사이 :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활동 톺아보기 | 공석기, 임현진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 오명석, 유창조
＊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 신범식 외
＊ 비교시각에서 본 박정희 발전모델 | 임현진
＊ 한국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다 | 이재열 외
＊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 윤순진 외 9인
＊ 한국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 공석기, 임현진
＊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행복 감정 소통에 관한 문화횡단적 연구 | 이성범
＊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 | 이현정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 중국의 감춰진 농업혁명 | 황쫑즈(구범진 역)
＊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 취샤오판(박우 역)
＊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 양승조 옮김
＊ 베트남 현대사: 통일에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 | 필립 랑글레, 꽈익 타인 떰 지음(윤대영 역)
＊ 메콩강: 그 격동적인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 조흥국 옮김
＊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 | 통차이 위니짜꾼 지음, 이상국 옮김

열린 강연 시리즈
＊ 아시아의 부상, 문명의 전환인가 | 임현진
＊ 동아시아 역사분쟁 : 갈등의 현장을 찾아 화해의 길을 묻다 | 안청시, 최종호
＊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 : 베트남 편 | 오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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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연구총서 모노그래프 시리즈
＊ 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소설 :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 | 최형섭
＊ 도시와 장소 기억 | 한지은
＊ 두보 배율 연구 | 강민호
＊ 쫓겨난 신선, 이백의 눈물 | 임도현
＊ 재난과 살다 | 이강원
＊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 구기연
＊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 | 이영진

아시아 연구총서 기초연구 시리즈
＊ 노숙 문제의 현실과 대응 | 정근식, 구인회 외
＊ 두보 고체시 명편 | 이영주, 이남종 외
＊ 글로벌 패러독스 : 아시아의 도전과 과제 | 임현진, 서문기, 윤상우
＊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 | 정재호  
＊ 아시아의 혁신 창조 활동과 세계경제질서 | 박지형, 안덕근 외
＊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 중국, 일본과 한반도 | 신욱희
＊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 이현정, 김태우
＊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 장인성
＊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 김형종
＊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 손정렬 외
＊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 임혜란
＊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 김태균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 Global Challenges in  Asia | Hyun-Chin Lim, Wolf Schafer, Suk-Man Hwang
＊ A Quest for East  Asian Sociologies | Seung kuk Kim, Peilin Li, Shujiro Yazawa
＊ The Possibility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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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 | Jonghoe Yang & Hyun-Chin Lim

동남아시아센터 기획
＊ 말레이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 삼성,  미원, 삼익, 코란도의 동남아 현지화 전략 | 오명석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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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연구연수생 제도 운영
＊ 아시아연구와 관련하여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학계와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행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
＊ 아시아학개론 14강, 자치 세미나, 답사 프로그램, 소논문 작성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센터 및 부서에 소속되어 연구 및 업무보조 활동에 참여
＊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수료증과 우수논문에 대한 상장 수여

KF Global e-School Program
＊ 현대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갖는 해외 최우수대학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 해외 수강생은 서울대 교수진의 e-School 강의 수강을 통해 해외 현지 대학에서 정규학점 이수
＊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와 강의자의 현지 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우수 수강
생 국내 초청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1-2019년 아시아와 유럽 8개국 14개 대학 1,67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78개 강의 개설 및 운영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 미국 ICPSR의 ‘Summer Program in Quantitative Methods of Social Research’를 벤치마
킹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자들의 자료 수집 및
탐색, 분석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론 워크숍과 방법론 단기강좌 운영
＊ 방법론 워크숍은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의 통계분석 방법, 사회 조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등
6~9개의 교육과정을 1~2주간 운영하고, 방법론 단기강좌(춘계, 추계)는 4~5개의 고급 통계학
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에 5시간씩 4회에 걸쳐 운영
＊ 2015년부터 분기별로 서울대 본교와 연건캠퍼스에서 각각 연 4회로 운영하여 연간 1,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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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 박사논문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국내의 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학생 선발
＊ 연간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인재양성 사업
＊ 2014년 이래 총 26명의 박사과정 학생 선정 및 지원

석·박사학위논문상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아시아연구를 하는 신진 아시아연구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최근에 작성된 우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선정하여 상금 지급 및 출판 지원
＊ 박사학위논문상은 2014년 이래 총 11명, 석사학위논문상은 2018년 신설되어 총 2명 시상

현지조사 지원사업
＊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현지조사를 통한 아시아 관련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아시아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에게 현지에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함
으로써 현지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8년 이래 총 5명의 대학원생 선정 및 지원

Friends of Asia(FoA)
＊ 교내 아시아 국적 학생들의 아시아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와 통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자체 세미나, 아시아지역정보 조사, 이슈페이퍼 작성, 문화 탐방 등을 지원

아시아연구소 산하 동아리 지원
＊ FICS(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 by Students)
     - 서울대 FICS와 동경대 FICS 간의 교류 및 사회 연구 세미나 지원
     - 매년 8월과 2월에 서울과 동경에서 1주일간 양국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세션 진행

＊ 엘 네피제(El-Naafidha)
     - 2008년 결성되어 11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아시학 연구 동아리
     - 서아시아 및 타지역을 총괄한 지역학 연구를 통해 국내 서아시아 지역학의 확산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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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자로서, 아시아연구소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나요?
현재 국제교류부에서는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자와의 상호 교류를 도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리뷰 및 아시아지역리뷰웹진<다양성+Asia> 투고 등을 통해 성과물
공유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개인 연구
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련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방문학자 펠로우십·방문학자 프로그램: snuac_exch@snu.ac.kr
＊ 아시아리뷰: snuacjournal@snu.ac.kr
＊ 아시아지역리뷰웹진 <다양성+Asia>: ac.asiareview@gmail.com,
www.facebook.com/DiverseAsia
＊ 아시아지역관련연구소협의회: snuac_core@snu.ac.kr

2.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어떠한 채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나요?
2015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이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면서 아시아 연구 분야의
데이터 아카이빙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KOSSDA의 데이터 아카이빙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8년 ‘아시아지역정보센터’를 출범시켰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검색 가능한
포털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http://kossda.snu.ac.kr
＊ 아시아지역정보센터: jwhu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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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석/박사과정생)의 경우,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학술행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라는 연구 프레임 하에 각종 세미나, 콜로키움,
특별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관련 연구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 및 석·박사학위논문상, 현지조사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학술행사 공지 및 후기
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학술행사 관련 문의: 학술연구부(snuac_research@snu.ac.kr)
＊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 석·박사학위논문상, 현지조사 지원사업 문의
: 인재개발부(snuacedu@snu.ac.kr)
＊ 학술행사 소식
     아시아연구소 웹사이트: http://snuac.snu.ac.kr
     아시아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snuac
     온라인 뉴스레터: http://snuacnews.snu.ac.kr
     아시아연구소 트위터 계정: @snuac
<SNUAC WEEKLY> 및 각종 구독 신청: 아시아연구소 웹사이트 방문

4. 학부생의 경우, 아시아연구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시아연구소 인재개발부에서는 아시아 관련 연구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연구연수생 프로
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교내의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Friends of Asia(FoA)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FoA 문의: snuaced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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