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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설명

아시아연구소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연구소 지역전문가가 
수집한 현지자료를 재해석하여 중정 배너를 제작하였다.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의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아시아가 화합하여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비전을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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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9년은 아시아연구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라는 비전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독자적인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였고, 정부로부터 ‘아시아연구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대학연구소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시아지역 연

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아시아연구소를 이

끌어갈 새로운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시아연구소 발전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점연구 분야를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시아를  

5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전담하는 지역연구센터들의 기능과 역량을 확충하였습니다(Nexus 1). 이들 지역센터는 서울

대 내에서 아시아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문분야 간의 융복합을 선도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는  

아시아지역 연구 및 정책개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연구대상 및 주제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하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재화, 그리고 사상의 이동과 교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Nexus 2),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Nexus 3)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설립 당시 제시하였던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라는 추상적인 목표에서 ‘세계 3대 허브’라는 보다 구체적

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의욕이 넘치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학문적 관심사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재정확보와 연구지원이 절실합니다. 학문별로 혹은 대학별로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심리적, 조직적, 그리고 행정적 장벽들을 허무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연구소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산이고 노력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유연한 연구조직과 연구결과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연구소를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가 담보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학내외에서 아시아연구소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때,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아시아연구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협력하여 연구하고 범아시아적인 정책적 제언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세계를 잇고 미래를 빚는
아시아연구의 세계 3대 허브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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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위원회 결성

아시아연구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연구소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전략개발을 위해 연구소 보직교수 및 부서 실무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된 비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활동보고,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고,  

연구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시아연구소의 목표, 비전, 전략’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지난 10년간 아시아연구소의 주요 성과로는 연구소 기반(건물, 예산, 조직, 인력, 출판,  

행정 등) 구축에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자체 평가 결과였다. 현안으로는 연구소의 방향성 구축,  

활동의 유기적 연결, 교내외 협력과 국제협력 및 네트워킹, 선임연구원 확보 등이 지적되었다. 

향후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로 ‘선도화, 내실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

다. 이를 위하여 연구소 활동의 집중과 선택, 장기계획과 투자, 국제 네트워킹 강화, 조직개편

과 공간 재배치, 연구지원사업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비전위원회의 활동은 아시아연구소가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의 글로벌 허브’

로서의 목표를 수행하면서 한국과 새로운 아시아를 탐구하고,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비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비전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통해 아시아연구소의 ‘미래, 교류와 협력, 지역정보의 공유’를 키워드

로 하여 ‘아시아, 세계를 잇다, 미래를 빚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채택하였다.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지난 10년의 연구성과 및 계획 공유

9월 26일에는 아시아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연구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내외빈을 모시고 10주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세우기 위한 행사였다. 

‘아시아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평가와 전망’은 아시아 

연구소의 각 지역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이 지난 10년간  

활동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술행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학문 간의 융합, 교류, 교류-미래창

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동북아시

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 중앙아시아센터, 서아시아센터, 남아

시아센터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아시아 지역정

보의 수집·관리·확산’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아시아  

지역정보센터, 사회빅데이터센터의 발표가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교류·협력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미-중관계 프로그램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적 발전모델 제시/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시민사회 프

로그램, 삶의 질 프로그램, 미래지구 프로그램의 발표가 있었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후 삼익홀에서는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박수진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봉주 사회대 학장과 노동영 부총장의 축사,  

‘아시아연구소 지난 10년간의 발자취’ 영상 상영이 이루어졌다. 이후 김용호 비전위원장의 비전위원회 활동 보고와 박수진 소장의 비전 선포로  

아시아연구소의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공로상 증정, 우수직원 표창 등 연구소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념식 이후 만찬에서는 10주년 축하 메시지 동영상 상영, 축하공연, SNUAC Fellow Alumni 대표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다. 아시아연구소 구성원들과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아시아연구소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아시아연구소의 2019년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의 세계 허브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역할 제고

· 아시아적 발전모델 제시
(도시사회센터 + 시민사회 프로그램 + 아시아발전모델 프로그램)

·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 프로그램 + 미래지구 프로그램)

중앙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

동북아시아센터

남아시아센터

서아시아센터

NEXUS 2

흐름과영역
프로그램

+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

미-중관계
프로그램

흐름과 영역
프로그램

+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

미-중관계
프로그램

NEXUS 3

아시아의
교류와 상호작용 학문간의

융합·교류

미래지향적 지식창출과
연구방법론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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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1

사회과학자료원
+

아시아
지역정보센터

+
사회빅데이터

센터

사회과학자료원
+

아시아
지역정보센터

+
사회빅데이터

센터

아시아 지역정보의
수집·공유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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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9월 27일에는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와 공동으로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지역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개최하였다. 학술회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의 기조연설을 포함, 아시아에 대한 접근방법, 아시아 지역정보의  

관리와 공유, 그리고 지역정보의 활용 사례에 대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기술진보 및 데이터 생산이 대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

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이번 학술회의는 아시아지역 주요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지역

정보 수집, 관리, 공유와 축적된 데이터를 지역연구에 적용하는 사례들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7개국(중국, 일본, 태국, 인도, 레바논, 미국, 한국) 11개 기관에서 참가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아시아 각 지역과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은 물론, 데이터의 공유, 결합과 협력 강화로 아시아 지역 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지역 정보의 수집, 관리, 공유, 확산을 연구소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지역정보의 공유 및 활용과 관련된 국제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시리즈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강화

아시아연구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연구소 산하 지역연구센터 및 주제연구 

프로그램이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 국제학술회의 시리즈를 총 9회에 걸쳐 개최

하였다.  이번 시리즈는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동북아센터, 동남아

센터, 시민사회 프로그램, 미래지구 프로그램, 남아시아센터가 기획에 참여하였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인문학연구원, 국토연구원, 연변대, 한·일정치사상학회, 

일본정치사회학회, 동아시아사회학회, 치타공대 등이 국내외 협력기관으로 참여하

였다. 각각의 국제학술회의는 아시아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생태와 보건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별히 동아시아 

도시문제, 제국과 사상, 두만강 지역, 메콩지역 거버넌스,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할, 사회생태적 보건, 그리고 개발협력 등 관련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풍성한 토론과 공유의 장이 되었다. 아시아연구소는 이번 공동 국제학술회의 시리즈를 통해 지역과 주제연구를  

결합하는 연구허브로서의 비전을 다시금 확인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연구주제 개발 및 연구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11월 7일, <Higher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Garment Industry in Bangladesh and Korea>에서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및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각지의 현지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한 현지화전략으로  

국내외 아웃도어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아시아연구소는 이 워크샵을 계기로 남아시아 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현지연구기반 구축과  

이를 위한 협력 및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92019 연차보고서

＊ ‘동아시아통합지수’를 개발하여 아시아만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주는 새로운 통합 모델의 확립에 기여

＊ 동아시아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거·현재 교류통로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실크로드, 일대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

＊ 동아시아공동체 관련 지역정보 및 문명지식의 수집·확산을 위해 GIS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제작에 참여

연구성과 목록 

고일홍(2019) 청동기시대 이주 연구: 문제점 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 한국청동기학보 25

김성규(201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담론과 실천: 국제개발협력 아카데미협력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7(2)

김성규(2019) 주요 공여국의 시민사회단체 협력사업 양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국, 스웨덴, 일본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7(1)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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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성규(아시아연구소), 문우종(아시아연구소), 박용하(아시아연구소), 이미숙(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고은별(서울대), 심우진(서울대), 정재호(서울대)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융합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학문적, 대중적 이해 심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아시아의 지경학적 역학의 변동과 동북아의 재발견’을 주제로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응 

＊ 하반기 ‘홍콩을 통해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질서 변동’을 주제로 현지조사에 기반한 연구성과 및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서울대 아시아지역연구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대 아시아 지역연구 발전에 기여

연구성과 목록 

강명구·정근식 편(2019) <아시아 투어리즘>. 진인진

강인화(2019) 2019년 홍콩시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탈식민’. 내일을 여는 역사 77

강인화(2019)
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戰後)처리’ :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 

(1950-1957). 법과 사회 62

김재형(2020) 말레이 반도에서의 한센병 관리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63

윤종석(2020) 중국 선전 경제특구의 초기 체제전환과 북한에의 함의. 탐라문화 63

사람들

디렉터: 김병연(경제학부), 정근식(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강인화(서울과기대), 고민경(건국대), 김용호(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재형(아시아연구소), 문우종(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이소영(서울대), 최다미(서울대)

동북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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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인들의 생활과 의식의 근간인 이슬람 연구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책으로 출판

＊ 유라시아 물류운송회랑 구축을 둘러싼 지정학-지경학 연구

＊ 중국의 일대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등의 연구를 통해 한-중앙아 협력 정책 제시의 기반 마련

연구성과 목록 

오원교(2019)
현대 카자흐스탄 생활 이슬람의 양상과 전망: 청년 무슬림의 종교의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64

고가영(2019)
해빙기 소비에트 정부의 중앙아시아 이슬람 정책의 특징: ‘반-종교 캠페인(anti-religious campaign)’과 

‘반-제국주의 아젠다(anti-colonial agenda)’ 사이에서. 슬라브학보 34(1)

A. Khalid 저 

오원교 옮김(2019)
<공산주의 이후 이슬람: 중앙아시아의 종교와 정치>. 진인진

신범식 편(2019)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진인진

신범식 편(2020)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현재: 정치·사회·경제적 선택>. 진인진

사람들

디렉터: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이금강(서울대), 이민서(서울대), 조대현(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 동남아 인식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동남아 열린 강연 진행

＊ 아세안 공동체 출범 이후 아세안 신흥국의 역동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 

＊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이슈페이퍼 및 정책보고서 출간 

＊ 한국연구재단 2018년 선정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이슬람금융은 대안적 금융인가? 동남아 이슬람금융의 원리와 실천>을 수행

연구성과 목록 

최경희(2020) ‘사람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 구축을 위한 문화 및 인적교류 정책의 ‘질적’ 고려. 월간 공공정책 171

최경희(2019) 불확실성 시대 확실한 이웃 아세안, 한-아세안 문화교류로서 관광. 한국관광정책 77

최경희 외(2019) <2019 동아시아 전략평가>. 동아시아안보전략연구회

이선호·이충열(2019) 전통 및 이슬람 주식시장 간의 관계 분석: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9(4)

사람들

디렉터: 오명석(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김병호(한국외대), 김형준(강원대), 이선호(한남대), 이지혁(사회과학연구원), 이충열(고려대), 채현정(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연구원: 계은진(서울대), 김수진(서울대)

동남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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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녹색운동,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연합 대 이란 연합의 대결 구도로 가는 서아시아의 정치 현황에 대한 연구

＊ 이란 녹색운동(2009년)과 아랍의 봄(2010년) 10주년을 앞두고 서아시아 시민 사회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시민 사회운동을 심층적

으로 분석

＊ 서아시아센터에 대한 홍보 및 향후 연구 확장과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학문후속세대들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서아시아 지역학 관련 신진학자들과 학부생 모임 지원

연구성과 목록 

구기연(2019) “혁명 거리의 소녀들 (# GirlsofRevolutionStreet)”: 해시태그 정치를 통한 이란 여성의 사회 운동. 비교문화연구 25(1)

구기연(2019) 위기의 이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Uninomic Review 2(1)

구기연·유아름(2020) 미완의 혁명 그리고 위태로운 삶: 이란 녹색운동과 튀니지 재스민혁명 그 후 10년. 아시아리뷰 9(2)

엄은희·구기연 외(2020)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도서출판 눌민

Gi-yeon Koo (2020)
<Korea and The Muslim World: Historical and Cultural Encounters>.  

Sources and Studies On the History of Islamic Civilization Series 41. IRCICA Publication

이수정(2019) 국내 파키스탄 무슬림 현황과 모스크-페잔에 마디나(Faizan-e Madina)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18(3)

이수정(2019) 이슬람 세계의 순교 해석과 변용 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9(2)

사람들

선임연구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이수정(한국외대)

연구보조원: 김지은(서울대), 장한나(서울대)

서아시아센터

＊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인도 및 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

＊ 남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과 공동 콜로키움 개최

연구성과 목록 

김신주·이지훈(2019) 인도 국별 기여방안과 관련 주요 산업 정책 및 환경 법제 분석. 인문사회21 10(2)

이명무(2020) 스마트폰 앱의 고객가치: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9(2)

사람들

디렉터: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공동연구원: 이명무(한국외대), 이지훈(한국외대), Sandip Kumar Mishra (Jawaharlal Nehru Univ.)

선임연구원: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신주(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민석(서울대)

남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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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화의 시각에서 도시 위기 분석 및 구체적 대안모색

＊ 포용적 공유도시, 탈냉전 평화도시, 지속가능 전환도시, 저성장 회복도시 등 의제별 학술연구 지속

＊ 도시전환랩 활동을 통한 도시 문제의 실천적 해법 및 도시전환 방향 탐색

＊ 도시전환을 위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전략에 기반한 연구자-활동가-정책입안자 협력 ‘도시 정책·지식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목록 

박배균 외(2019) <한반도의 신지정학 경계, 분단,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한울아카데미

Neil Smith 저  

김동완 외 옮김(2019)
<도시의 새로운 프런티어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강탈>. 동녘

Sonn, J. W. & Shin, H. B. (2019)

Contextualizing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The State and High-Rise Apartment 

Clusters in Gangnam, Seoul.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10(3)

Hsu, J.(2019)
Process-ing with mechanism: The renaissance of critical realism in human geography?.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9(3)

Doucette, J. & Lee, S. O. (2019) Trump, turbulence, territory. Political Geography 73

박인권 외(2019)
동아시아 (포스트) 발전주의 국가의 도시 포용성에 관한 실증 연구 : 한국·중국·일본·대만의 비

교. 공간과 사회 68

이승원(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 사회 68

백일순(2019)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적 특성 분석. 문화역사지리 31(2)

황진태 외(2019)
리슈만편모충은 어떻게 ‘하나의 유럽’에 균열을 가했는가?: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의 시각에서 

바라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한계. 대한지리학회지 54(3)

김동완(2019) 도시재생 다시 읽기 : 이데올로기로서 쇠퇴도시와 도시재생. 경제와사회 122

박인권 외(2019)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국토연구 101

황진태 외(2019)
행위자-연결망 이론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공간을 번역하기 : 서울시 수유동 빗물마을 사업을 

사례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3(1)

박철현(2019) 초국경도시 훈춘 변화의 중국적 요인: (신)동북현상과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 중앙사론 49

박철현(2019) 다큐멘터리 <다싼샤(大三峽)>와 현대 중국의 하이모더니즘. 공간과 사회 67

이상헌(2019) 녹색성장 경관의 생산과 소비: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67

조성찬(2019)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한울아카데미

사람들

디렉터: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고민경(건국대), 김동완(경남대), 김은혜(부산대), 박인권(환경대학원), 박철현(국민대),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신현방(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신혜란(지리학과), 이상헌(한신대),  

                      이선화(Shandong Univ.),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정현주(환경대학원),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상현(경희대), 지주형(경남대), 최영진(교육종합연구원),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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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연구원: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연구원: 강수영(아시아연구소), 김준수(아시아연구소), 박지혁(아시아연구소), 송은영(아시아연구소), 최희진(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정민하(아시아연구소), 최하니(서울대), 홍예륜(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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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SDA 2.0 업그레이드 및 아시아연구소 3.0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조사자료 132건, 8,000여 조사자료변수 및  1,000여 자료이용문헌  등 DB 구축,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KOSSDA 데이터 

페어, 방법론교육워크숍 및 논문경진대회 등 다양한 교육 사업 수행

＊ ‘기초학문자료센터 사회과학분야 DB 구축 연구’, ‘KOSSDA 데이터 인증기관 등록 및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아시아 7개국 Social 

Well-Being 국제비교조사 데이터 통합 연구’  등 아카이빙 관련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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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사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속 추진

연구성과 목록 

이재열 외(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람들

원장: 이재열(사회학과)

부원장: 구혜란(사회발전연구소)

공동연구원: 금현섭(행정대학원), 김석호(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임동균(사회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신정철(교육학과), 이현정(인류학과), 홍백의(사회복지학과)

선임연구원: 최문희(아시아연구소)

연구원: 고지영(아시아연구소), 김혜진(아시아연구소), 반미희(아시아연구소), 이상운(아시아연구소), 한아름(아시아연구소),   

            허혜옥(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미래지구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유치하고, 미래지구 아젠다와 글로벌 연구네트워크에 관한 서울대 및 국내 연구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연구 활동을 수행

＊ 미래지구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인류의 미래를 묻다: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의 대화> 집담회를 기획하고 운영

＊ 미래지구 아젠다 확산 및 동아시아 지역 허브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행사의 기획 및 개최

＊ 미래지구 유관 아시아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협력 연구의 가능성을 협의함

연구성과 목록 

엄은희·구기연 외(2020)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도서출판 눌민

사람들

디렉터: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공동연구원: 김대현(지리학과), 김성규(아시아연구소), 송영근(환경대학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윤순창(미래지구한국 운영위원회),  

                      윤지현(식품영양학과), 이강근(지구환경과학부), 이재열(사회학과), 홍종호(환경대학원),     

                    Fumiko Kasuga (Future Earth Asia Pacific Regional Office), Hein Mallee (Research Ins’t for Human & Nature, Japan),  

                         Nan Ying (Yanbian Univ.), Qian Ye (Peking Normal Univ.), Togtokh Chuluun (Mongol Nat’l Univ.) 

연구보조원: 양현영(서울대), 차지현(서울대) 

미래지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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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불평등과 아시아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허브 구축 시도 

＊ 아시아 지역의 불평등, 빈곤, 삶의 질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학술 행사 개최 및 참석

사람들

디렉터: 구인회(사회복지학과)

공동연구원: 강지영(한남대),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윤선(사회복지학과), Joan P. Yoo (사회복지학과)

연구보조원: 오수미(서울대)

삶의 질 프로그램

＊ 시민사회 분석 NGO 조직 위기 연구: 세대, 역량 강화, 활동가의 일과 삶, 혁신적 네트워크 구축

＊ 500 World NGOs 관련 기초통계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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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참여 과정에 대한 연구: 마을이 답이다 연구

＊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동아시아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목록 

Jonghoe Yang & Hyun-Chin Lim eds. (2019)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 Baiksan

박준·조철민·공석기·채종헌(2019)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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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조원: 김희연(서울대), 백아롱(서울대), 심국보(서울대) 

시민사회 프로그램

＊ 해당 국가 출신 전문가 및 공무원의 보고서와 국제기관의 양적정보를 결합하여 개별 국가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 생산(16개국)

＊ 행정대학원, 국제대학원, 공과대학의 글로벌 R&DB 센터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Country Report의  

서울대 대표 프로젝트화 추진

＊ UN SDGs, World Bank, IMF 등의 데이터에 Open-api를 활용, 40만여개의 지표를 수집하여 지역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수행

사람들

디렉터: 고길곤(행정대학원)

공동연구원: 고민경(건국대), 문우종(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경동(서울대), 김범(서울대), 김주란(서울대), 윤여빈(서울대), 정다원(서울대), 정재호(서울대)

아시아지역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



9월 25일 아시아연구소 3층 아시아스퀘어에서 서울대 국악과가 연주하는 아시아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아시안 뮤직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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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을 기재. 서울대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

* 아시아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공동 국제학술회의  

3/8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콜로키움>다양성 +Asia 제4회 콜로키움

김동엽(부산외대)

김상원(국민대)

김용균(이화여대)

김용식(포스코경영연구원)

김준홍(포항공대)

서선영(연세대)

송상현(단국대)

이지은(한국외대)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최자영(원광대)

Tomoomi Mori (Otani Univ.)

3/15  

아시아연구소/서울대 아시아 지역연구기

관 협의회 

<국내학술회의>현대 아시아의 지역주의
와 내셔널 아이덴티티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김강석(단국대)

김종호(동아연구소)

문경연(아시아연구소)

문우종(아시아연구소)

백원담(성공회대)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서동주(일본연구소)

이문영(통일평화연구원)

조관자(일본연구소)

3/15-3/16  

시민사회프로그램/한국연구재단/일본학

술진흥회 

<국제학술회의>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llaboration among 
busines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Korea and Japan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영춘(UNIST) 

김진희(KEDI) 

김태균(국제대학원) 

홍정표(Miyazaki Int’l College) 

Kyoko Tominaga (Ritsumeikan Univ.) 

Satoko Seino (Kyushu Univ.) 

Toru Oga (Kyushu Univ.)

3/2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개혁기 
중국의 사영분야 당조직과 국가 - 사영
기업가 관계: 베이징 유동당원 사영기업
가 당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윤태희(Shandong Uni.)

학술행사 일람

3/26  

시민사회 프로그램 

<특별강연>CSOs in Kyoto: Action 
and perspective: Case of Citizen’s 
Movement in Kyoto 

Tatsuro Niikawa (Doshisha Univ.)

3/29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한국의 고전 <택리지>, 왜  
우리는 아직도 즐겨 읽는가?

최인실(Univ. of Auckland)

4/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중앙아
시아, 이주의 교차로 

김효섭(아시아연구소)

4/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공간의 개념: 
관계적 공가과 포용의 지리학

최병두(대구대) 

4/8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한·중앙아시아 평화번
영 구축 및 연대를 위한 세미나

김효섭(아시아연구소) 

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승욱(롯데케미칼) 

추무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아시아
인이란 누구인가 : 동아시아의 지역 정
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 

윤홍기(Univ. of Auckland)

4/1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학문, 
연구, 교육, 그리고 아시아 

박주용(심리학과)

4/1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아시아의 해안환경, 그리
고 미래지구(Future Earth)의 미래

김대현(지리학과)

4/1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서울의 생김
새: 자본주의 도시 형태의 시학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4/1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난민위기와 아시아

마영삼(전 유니타르)

4/19  

서아시아센터/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세미나>교황이 아라비아로 간 까닭은? 
/ ISIS 이후 

박현도(명지대)

인남식(국립외교원)

4/1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자본과  
도시: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과 도시화

최병두(대구대) 

4/2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동아시
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분석

최정훈(우리금융경영연구소)

4/24  

아시아연구소 

<북토크>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임혜란(정치외교학부)

4/26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동아시아 해양분쟁, 패권경
쟁과 지역안보 

이서향(한국해양전략연구소)

4/26  

시민사회 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1차 시민사회 열린포럼1- 
시민사회 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김연수(바꿈)

류홍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배보람(녹색연합)

안연정(서울시 청년허브)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혜민(시민사회활동가 대나무숲)

4/2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도시골목
의 맑스적 형태비판: ‘실체’와 ‘본질’과 
‘현상’의 관계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4/2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 

민운기(스페이스빔)

양준호(인천대)

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4/3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중국 
미디어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세

Yulan Xu (Yanbian Univ.)

5/2  

동남아시아센터/사회과학연구원

<특별강연>아세안 소비시장: 변화하는 
미래, 트렌드를 읽어라 

고영경(Sunway Univ.)

5/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자본과 자연: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과 그 한계

최병두(대구대) 

5/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Urban 
Spatial Justice Evidenced by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Hao Liu (Shando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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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동아시아 공업지역의 형성과 쇠락

박배균(지리교육과)

Heng Lu(Jilin Univ.)

5/9  

동남아시아센터/사회과학연구원

<특별강연>한-아세안 경제관계: 아세안 
과연 Post China인가? 

이충열(고려대)

5/10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서울시립대 세운캠퍼스

<콜로키움>세운 글로벌 포럼 ‘도시와  
제조업의 미래’ 

강우원(세종사이버대)

권규상(국토연구원)

김세훈(환경대학원)

김용창(지리학과)

박은선(리슨투더시티)

소준철(한국학중앙연구원)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임성은(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황지은(서울시립대) 

Adam Friedman(Pratt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drian Vickery Hill(Latitude Platform for 

Urban Research and Design)

Christian Krug(VDI Technologiezentrum 

GmbH)

5/1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젠트리피케이
션과 도기 경관화: 상징과 알레고리의 모순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5/1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동북아정세와 한반도의 
장래 

김용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5/1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경의선 철길, 한반도 평화를  
싣고 유라시아의 미래를 품다

박흥수(사회공공연구원)

전우용(한국학중앙연구원)

5/1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A 
Comparative study of Popular Music 
Education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Wei Wang (Communication Univ. of China)

5/16  

동남아시아센터/사회과학연구원

<특별강연>왜 동남아 국가들이 이슬람 
경제를 선도할까? 

이지혁(사회과학연구원)

5/1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흐름과 관계를 통해 본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이재열(사회학과)

51/7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다문화윤
리: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개념들과 공간

최병두(대구대) 

5/2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아프
리카의 실상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 아프리카 진출 동향 

김일수(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5/21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최근 중동 정세의 특징과  
우리에의 함의 

홍진욱(외교부)

5/22  

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불교를 통해 바라본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공의 책임 

Siddeshwar Rameshwar Bhatt (Indian 

Philosophy Congress)

5/23  

동북아시아센터/아시아지역연구기관협의회

<국내학술회의>종합대학 인문사회계 연
구소의 역할과 기능: 아시아 각국의  
시각 개별국가 사례발표: 독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고민경(아시아연구소)

김종호(서강대)

신정철(교육학과)

남기정(일본연구소)

박수진(지리학과)

Yulan Xu (Yanbian Univ.)

5/23  

동남아시아센터/사회과학연구원

<특별강연>베트남, 넥스트차이나인가?

육수현(사회과학연구원)

5/24  

중점연구소/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북핵 문제와 남북한 관계

김천식(우석대/통일부)

5/2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

오명석(인류학과)

5/2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도시의  
형이상학과 은유 작업: 인문학의 공간-
시학적 과제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5/2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심포지움>SSK-Networking 제4차  
심포지엄 

김상철(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박배균(지리교육과)

이승원(아시아연구소)

5/27-5/3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2019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

박배균(지리교육과)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5/2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학교의 부상: 새로운 엘
리트 교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무성(Univ. of Canberra)

5/29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대립과 그에 대한 인도의 대응

Sandip Kumar Mishar (Jawaharlal 

Nehru Univ.)

5/30  

미래지구프로그램/환경협력프로그램

<콜로키움>인류세: 생명과 사회의 미래

이광석(서울과기대)  

최무영(물리천문학부)

5/31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콜로키움>다양성 +Asia 제5회 콜로키움

구세진(Nazarbayev Univ.)

김선미(선문대)

남옥정(단국대)

박승현(일본연구소)

이강원(인천대)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이지은(한국외대)

임안나(비교문화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홍민(통일연구원)

황영삼(한국외대)

5/3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도시적  
소외: 공간적 정의와 탈소외된 도시

최병두(대구대) 

6/7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적 정의: 공간적 민주주
의의 시학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6/7  

대학 중점연구소/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학술회의>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이해: 도전과 전망 [기획세션] (KAIDEC-
SNUAC)국제개발협력, 동아시아 소통
과 협력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지환(녹색기술센터)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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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중점연구소 　

<국내학술회의>전라북도 옛길·문명길 
복원의 의의와 활용 

고일홍(아시아연구소)

문우종(아시아연구소) 

신정일(사단법이 우리땅걷기) 

이정덕(전북대) 

이형우(전북대) 

진종헌(공주대)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6/27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제7회 KOSSDA 데이터 페어: 사
회과학자가 빅데이터를 만나면 뭘 할까?

김기훈(사회학과)

김정민(카카오 모빌리티)

노선혜(언론정보학과)

이원재(KAIST)

한규섭(언론정보학과)

6/27  

아시아연구소/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세미나>The Elephant in the Brain: 
Hidden Motives in Everyday Life

Robin Hanson (George Mason Univ.)

6/2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현대 중국, 안팎의 도
전-뉴노멀(New Normal), 격차사회  
그리고 일대일로 

이정훈(중어중문학과)

7/3  

아시아연구소/대만대 글로벌 아시아 리서

치 센터 

<국제학술회의>Welfare Policies, 
Migration and Governance in Korea 
and Taiwan 

구인회(사회복지학과)

신혜란(지리학과)

정현주(환경대학원)

Asghar Zaidi (SNU/Univ. of Oxford)

Bui Thi My Hang (SNU)

Chung-Yang Yeh (Soochow Univ.)

Hsin-Chieh Chang (Nat'l Taiwan Univ.)

Hsiu-Hui Chen (Tung-hai Univ.)

Hsuan-Chan Hsieh (Nat'l Taiwan Univ.)

Kun Lee (Univ. of Oxford)

Seoyun Lee (SNU)

Shih-Jiunn Shi (Nat'l Taiwan Univ.)

Yen-Fen Tseng (Nat'l Taiwa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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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서강대 사회과학연

구소/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세미나>도시에서 정치를 상상하기: 경
의선 공유지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정기황(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문화도시

연구소)

7/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아시아 컨버전스 문화 

홍석경(언론정보학과)

7/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북토크><도시의 새로운 프런티어>  
출간 기념 북토크 

김동완(경남대)

김은혜(부산대)

김현철(Univ. of Toronto)

황성원(번역가)

7/6  

동북아시아센터/한국정치사상학회/일본

정치사상학회 

<10주년 국제학술회의>2019 한일정치
사상학회 공동학술회의 -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사상 * 

김봉진(Kitakyushu Univ.)

기유정(한국정치연구소)

이하경(자유전공학부)

정훈(Waseda Univ.)

Akira Oda (Leiden Univ.)

Tomohito Baji (Univ. of Tokyo)

Yoshie Kawade (Univ. of Tokyo)

Yosuke Ando (Rikkyo Univ.)

7/8-7/18  

아시아연구소/싱가포르 난양공대

<워크숍>2019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
크 워크숍: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란?

김묵한(서울연구원)

박수진(지리학과)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승남(숭실대)

이재현(아산연구원)

이혁(한-아세안센터)

정구민(국민대)

홍나미(한아도시연구소)

황지은(서울시립대)

6/1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1>수료식 및 
종합토론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최병두(대구대) 

6/1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동아시아 가족

홍백의(사회복지학과)

6/14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인도 국별기여방안(INDC)과 
관련주요 산업 정책 및 관련 환경 법제: 
환경 법제를 중심으로 

이지훈(한국외대)

6/18  

중점연구소/한국사회과학협의회/SSK-

Networking 지원사업단 

<국내학술회의>동남아 3국 및 인도의 선
거 결과 분석과 신남방정책을 위한 제언

김홍구(부산외대)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이광수(부산외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6/21  

시민사회 프로그램 

<콜로키움>2차 시민사회 열린포럼-시
민사회 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김민정(한국자원봉사문화)

김윤지(사단법인 비투비)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철민(NPO스쿨)

6/25  

미래지구프로그램/환경협력프로그램

<콜로키움>위험사회와 지식: 지식과  
정보의 미래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재열(사회학과)

6/10-6/1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10주년 국제학술회의>Aging Tigers: 
Restructuring of Old Industrial Cites 
in East Asia *

김진석(전북연구원)

박소영(국토연구원)

박윤미(이화여대)

박철현(국민대)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전봉경(인천연구원)

정남지(서울대) 

조성철(국토연구원)

Andy Pike(Newcastle Univ.)

Fenghua Pan(Beijing Normal Univ.)

He Wang(City University of Hong Kong)

Jinn-yuh Hsu(Nat’l Taiwan Univ.)

Nibe Nobuhiko(Nagoya Univ.)

Nick Phelps(Univ. of Melbourne)

Robert Hassink(Univ. of Kiel)

Xiaohui Hu(Zhejiang Univ. of Finance 

and Economics)

Yuko Aoyama(Clark Univ.)

Zhigang LI(Wuhan Univ.)

6/11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Takaful (Islamic Insurance) 
and its Development in Malaysia

Ezamshah Ismail (INCEIF, Malaysia)

6/1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한국과 
이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제협력

김애정(한국외대)

6/13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
연구 

고길곤(행정대학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구인회(사회복지학과)

김대현(지리학과)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신주(아시아연구소)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효섭(아시아연구소)

문우종(아시아연구소)

박배균(지리교육과)

박수진(지리학과)

이재열(사회학과)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최경희(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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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동아시아의 도시

박배균(지리교육과)

7/1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중국 동북지역 공업도시의 
전환: 하얼빈과 따칭의 사례

박철현(국민대)

7/17  

아시아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학술회의>Korean Peninsula on 
the Move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 

김재석(인류학과) 

박제훈(인천대) 

박현도(명지대) 

임경훈(정치외교학부/통일평화연구원) 

Hy V. Luong (Univ. of Toronto) 

Jens Hӧlscher (Bournemouth Univ.) 

László Csaba (Central European Univ.) 

Tat Yan Kong (Univ. of London)

7/19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아시아 사회적 경제 

Hiroki Miura (정치외교학부)

7/2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중앙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신범식(정치외교학부)

7/26  

아시아도시사회센터/한국공간환경학회

<세미나>인간 너머의 사회과학 세미나(1)

김지혜(환경대학원)

김준수(아시아연구소)

최희진(아시아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8/9  

아시아도시사회센터/한국공간환경학회

<세미나>인간 너머의 사회과학 세미나(2)

김지혜(환경대학원)

김준수(아시아연구소)

최희진(아시아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8/17  

아시아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연변대

<10주년 국제학술회의> 서울대학교- 
연변대학교 합동 학술대회 *

강대희(의학과)

김룡일(Yanbian Univ.)

김범수(자유전공학부)

김용진(의학과)

김정은(의학과)

김청화(Yanbian Univ.)

김호(보건학과)

김홍매(Yanbian Univ.)

노민수(제약학과)

렴려화(Yanbian Univ.)

박수진(지리학과)

박원철(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방금녀(Yanbian Univ.)

서봉원(융합과학부)

여필순(Yanbian Univ.)

이기원(식품·동물생명공학부)

이우근(Tsinghua Univ.)

이효원(법학전문대학원)

조비룡(약학과)

최훈(Yanbian Univ.)

허일남(Yanbian Univ.)

Xiong Jin (Yanbian Univ.)

8/19  

시민사회 프로그램/환경운동연합 국제협

력위원회 

<특별강연>Conservation of Suweon 
Treefrogs in Urban and Agricultural 

Landscapes Amael Borzee (이화여대)

8/2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Changing Perspectives on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Farwa Sial (Univ. of Manchester)

8/23  

아시아지역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행정

대학원

<워크숍>Asia Policy Development 
Program 2019 

고길곤(행정대학원)

8/23  

아시아도시사회센터/한국공간환경학회

<세미나>인간 너머의 사회과학 세미나(3)

황진태(아시아연구소)

김지혜(환경대학원)

김준수(아시아연구소)

최희진(아시아연구소)

9/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아시아의 환경협력

박수진(지리학과)

9/17  

아시아지역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행정

대학원

<세미나>Country Report Orientation

고길곤(행정대학원)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윤여빈(서울대)

김범(서울대)

김주란(서울대)

9/17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미·중 패권 경쟁의 이해: 무역
분쟁, 기술경쟁, 군사대립 

안덕근(국제대학원)

정재호(외교학과)

최병일(이화여대)

9/19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바그다드까페의 추억: 기자
의 눈으로 본 중동 

구정은(경향신문)

9/2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대학 수업에서부터 시작
하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박주용(심리학과)

9/22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서울특별시

<워크숍>2019 미래혁신포럼 도시-자
연과 커먼즈 세션 사전 워크숍 첫번째

박순열(도시재생연구소)

김지혜(서울대)

9/22-9/23  

아시아연구소/인문학연구원/연변대 조선

반도연구원 

<10주년 국제학술회의>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새로운 가치의 모색 *

Masutani Motokazu (Tohoku Gakuin Univ.) 

장문석(경희대) 

Xie Ya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김형정(동북대학원대학) 

김인수(건국대) 

김용찬(연세대) 

Lizhi Sun (Tsinghua Univ.) 

Chenyu Dong(Renmin Univ.) 

황성빈(Rikkyo Univ.) 

고일홍(아시아연구소) 

Todd Andrew Henry (UC San Diego) 

Li Yinhe (Yanbian Univ.) 

Jerome de Wit (Univ. of Tubingen) 

강기성 (조선대학) 

Mark Caprio (Rikkyo Univ.)

9/23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서울특별시

<워크숍>2019 미래혁신포럼 도시-자
연과 커먼즈 세션 사전 워크숍 두번째

이계수(건국대)

최희진(아시아연구소)

9/2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시민 민주주의와 진보적 도
시의 출현: 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Mike Douglass (Univ. of Hawaii)

9/26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아시아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평가와 전망

고길곤(행정대학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구인회(사회복지학과)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신주(아시아연구소)

김용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효섭(아시아연구소)

박배균(지리교육과)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이재열(사회학과)

정근식(사회학과)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함새롬(서울대)

9/26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서울특별시

<워크숍>2019 미래혁신포럼 도시-자
연과 커먼즈 세션 사전 워크숍 세번째

김준수(아시아연구소)

진나래(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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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아시아연구소/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학술회의>아시아 지역정보의  
관리, 공유, 활용 

고길곤(행정대학원) 

구혜란(한국사회과학자료원) 

김덕순(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

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양윤정 (한국외대) 

Jing Chen (Nanjing University) 

Nada Chaya (Arab Council for the Social 

Sciences) 

Rohit Negi (Ambedkar University Delhi) 

Satoru Kumagai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Shuming Bao (China Data Institute) 

Thi Anh-Dao Tran (Research Institute 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Thi Lien Claire Tran (Research Institute 

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9/30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UN 북한 관련 위원회 전문가 
패널 초청 콜로키움 

권헌익(Univ. of Cambridge)

신동익(전 오스트리아 대사)

윤종권(UN)

이상현(세종연구소) 

임경훈(정치외교학부)

정달호(전 이집트 대사) 

조동준(정치외교학부)

Alastair Morgan (UN)

Phillip Schell (UN)

Yvonne Yew (UN)

10/1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서울특별시

<국내학술회의>2019 미래혁신포럼:  
공생공락의 도시 커먼즈를 위하여

김준수(아시아연구소)

박배균(지리교육과)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최희진(아시아연구소)

10/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두만강 
접경지역 경관 지속가능성 연구

Nan Ying (Yanbian Univ.)

10/2  

아시아연구소/외교부 

<10주년 국제학술회의>한-메콩 정상
회의 기념 민·관·학 학술대회: 메콩지역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과 상호진출을 
위한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

권경무(대구경북 KOTRA지원단)

김성환(미얀마한인봉제협회)

김태윤(국제농업기술대학원)

백준하(꽃피는 아침마을)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채수홍(인류학과)

Pattana Sittisombat (The Committee for 

Economic Quadrangle, 10 Chamber of 

Commerce)

Phouphet Kyophilavong (Nat’l Univ. of Laos)

Sanchita Chatterjee (Mekong Ins’t)

Zu Xian Lee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0/4  

중앙아시아센터/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세미나>유라시아 교통물류

송민근(인천대)

이충배(중앙대)

10/4  

남아시아센터/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세미나>인도, 그리고 주변 나라들

Sandip Kumar Mishar (Jawaharlal 

Nehru Univ.)

최윤정(세종연구소)

10/5  

아시아연구소/일본 대학공동이용기관법

인 인간문화연구기구/시마네현립대 북동

아시아지역연구센터 

<10주년 국제학술회의>동북아시아  
근대 공간의 형성: 제국과 사상 *

김인수(건국대)

문명기(국민대)

이경미(동북아역사재단)

이정길(일본 인간문화연구기구)

Kenzo Yamamoto (Univ. of Shimane)

Kowu Huang (Academia Sinica of Taiwan)

Masahiro Aoki (Tokyo Univ. of Foreign 

Studies)

10/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淸末 
新政期(1907~1911) 吉林省의 旗制  
개혁 연구 

이지영(인문대학)

10/8  

미래지구프로그램/환경협력프로그램

<콜로키움>기후변화: 동아시아의 협력
의 가능성 

안병옥(국가기후환경회의운영회의)

윤순창(미래지구한국 운영위원회)

10/1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2>David 
Harvey의 "강탈을 통한 축적" 개념 -  
정치적 유용성과 이론적 문제점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10/1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미·중관계의 변동과 이해

정재호(정치외교학부)

10/2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대륙배
우자(大陸配偶)는 말한다: 대만내셔널
리즘과 대륙배우자의 정치운동

문경연(아시아연구소)

10/2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2>창조도시, 
스마트도시, 에코씨티, 그린씨티, 세계
도시 기타 등등: 도시담론의 명멸에 대
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10/23  

시민사회 프로그램/사단법인 시민

<국내학술회의>2019 시민사회 심포지움 · 
시민사회 활동가, 한국시민사회를 말하다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신권화정(사단법인 시민)

이강준(사단법인 시민)

정명희(녹색연합)

조철민(NPO스쿨)

10/25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푸틴주의 해부와 러시아
의 미래  

강봉구(한양대)

강윤희(국민대)

김성진(덕성여대)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우준모(선문대)

이선우(전북대)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성훈(한국외대)

박수헌(경희대)

10/25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인도 스마트폰 앱의 VSR  
프레임

이명무(한국외대)

10/2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한국 
체류 외국인의 범죄 두려움에 대한 탐색
적 연구: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2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스마트시티’ 읽기 세미나 - 
첫 번째

도승연(광운대)

박철현(국민대)

임서환(전 LH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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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아시아연구소/Yanbian Univ.

<10주년 국제학술회의>한반도의 사회
생태적 건강과 지속가능성 *

고일홍(아시아연구소) 

성종상(환경대학원) 

손학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유순(지리학과) 

이정훈(경기연구원) 

이훈종(국토문제연구소)

Da Zang (Yanbian Univ.)

Lan Li (Yanbian Univ.) 

11/1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동북아정세와 한반도의 
장래 

김용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1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오래된 산업도시의 감정과 
정서

권명아(동아대)

신진숙(경희대)

양승훈(경남대)

장세훈(동아대)

11/16  

미·중관계 프로그램/The University of 

Tokyo Institute for Future Initiatives

<워크숍>제 8차 한·일 중국정세 대화

김한권(국립외교원)

김헌준(고려대)

김현욱(국립외교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이동민(단국대)

임재환(Aoyama Gakuin Univ.)

정재호(정치외교학부)

Fujiwara Kiichi (Tokyo Univ.)

Iida Masafumi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Kamo Tomoki (Keio Univ.)

Mori Satoru (Hosei Univ.)

Sahashi Ryo (Tokyo Univ.)

Takahara Akio (Tokyo Univ.)

11/11-11/13  

미래지구프로그램/미래지구한국위원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주년 국제학술회의>2019 미래지구 
동아시아 심포지엄: 아시아 건강에 관한 
사회-생태적 관점 * 

고길곤(행정대학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상근(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호(보건대학원) 

독고석(단국대)  

박지형(이화여대)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윤신원(성남고) 

윤지현(식품영양학과)  

이인복(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천명선(수의학과) 

채찬희(수의학과) 

하경자(부산대)  

Battogtokh Dorjgotov (Mongolian 

Academy of Science)  

Chuluun Togtokh (Mongolian Nat’l Univ.)  

Dahlia Simangan (Hiroshima Univ.)  

Decibel V. Faustino-Eslava (Univ. of the 

Philippines Los Banos)   

Fumiko Kasuga (Future Earth Japan)  

Maghfira Saifuddaolah (Hasanuddin Univ.) 

Nan Ying (Yanbian Univ.)  

Roberto F. Ranola (Univ. of the 

Philippines Los Banos)   

Ruzka Taruc (Hasanuddin Univ.)  

Qian Ye (Peking Normal Univ.) 

11/1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Linguistic adaptation and identity (re)
consturc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박미영(Univ. of Auckland)

11/12  

아시아연구소 

<북토크>2019 ICAS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수상작 북토크 시리즈 1

김형종(동양사학과)

심재훈(단국대)

11/13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전쟁의 퀴어화: 젠더, 아동, 
대중 폭력의 책임 

Sabine Frühstück (Univ.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11/7  

남아시아센터/Chittagong Independent U.

<10주년 국제학술회의>방글라데시와 
한국의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의류산업 *

김세직(경제학부)

민은경(영어영문학과)

박주용(심리학과)

이준구(한양대)

M M Nurul Absar (Chittagong 

Independent Univ.)

Mahfuzul Hoque Chowdhury 

(Chittagong Independent Univ.)

Mohammad Nayeem Abdullah 

(Chittagong Independent Univ.)

Quazi Mostain Billah (Chittagong 

Independent Unv.)

Syed Manzur Quader (Chittagong 

Independent Univ.)

11/8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2>‘공유도시’ 
서울과 커먼즈적 대안 가능성

이광석(서울과기대)

11/8  

동북아시아센터/한국비교사회학회

<국내학술회의>아시아의 아시아화:  
지역적 동학과 한국의 역할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설동훈(전북대)

심두보(성신여대)

이준구(한양대)

이현옥(연세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11/11-11/12  

삶의 질 프로그램/세이브더칠드런/사회복

지연구소 

<국제학술회의>2019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김선숙(한국교통대)

안재진(가천대)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봉주(사회복지학과)

Daphna Gross-Manos (Tel Hai College)

Ferran Casas (Univ. of Girona)

Haridhan Goswami (Manchester 

Metropolitan Univ.)

Ihsana Sabriani Borualogo (Universitas 

Islam Bandung)

Yu-Wen Chen (Nat’l Taiwan Univ.)

10/31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국내 이주 무슬림 현황과  
종교 단체화 

이수정(아시아연구소)

11/1-11/2  

시민사회 프로그램/한국정치사회학회/ 

일본정치사회학회/동아시아사회학회

<10주년 국제학술회의>한-일 정치사회학
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n East Asia *

국중호(Yokohama City Univ.)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익기(대륙전략연구소)

양종회(성균관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정일준(고려대)

황석만(창원대)

Akira Ichikawa (Toyo Univ.)

Bi Jingqian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Bing Zheng (Jilin Univ.)

Hiroyuki Mitsuishi (Kyoto Univ.)

Janar Turtogtokh (National Univ. of Mongolia)

Nguyen Huu Minh (Vietnam Sociological 

Association)

Tatsuro Niikawa (Doshisha Univ.)

Toru Oga (Kyushu Univ.)

Wenhong Zhang (Shanghai Univ.)

Yunsheng Dong (Jilin Univ.)

Zixiao Lin (Macau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11/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한·아세안 관계와 신남
방정책 

김영선(아시아연구소)

11/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2>플랫폼  
테크놀로지와 도시의 물적 조건들

이광석(서울과기대)

11/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아시아 
분업구조 변화의 의미와 대응 전략 -  
동남아시아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김두영(전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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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아시아지역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행정

대학원

<워크숍>2019 SNU Asia Center-
GMPA Country Report Workshop

고길곤(행정대학원)

문우종(비교문화연구소)

George Asenso Brobbey(서울대)

Rodrick Molonga Elekeleme(서울대)

Sethina Ayongo Okornoe(서울대)

Sofia Barragan Orellana(서울대)

11/21  

서아시아센터/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세미나>The Geopolitics of Arab 
Uprisings 

Anoush Ehteshami (Durham Univ.)

11/22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흐름과 관계를 통해 본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이재열(사회학과)

11/2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2>생존의 공간: 
중국내 탈북여성의 삶과 이주를 사례로

최은영(한양대)

11/23  

아시아연구소/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웨이즈원/지오앤 

<국내학술회의>통로, 영역, 그리고 문명
교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한 융복합 
플랫폼(Silkroakpia) 

고일홍(아시아연구소)

심우진(서울대)

허정원(아시아연구소)

11/2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문화자
원으로서의 문학의 가능성-교토라는 도
시와 ‘겐지 모노가타리’ 

이미숙(인문학연구원)

11/1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영원무
역의 방글라데시 진출 전략: 제도적 공
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명무(성균관대)

11/19  

아시아연구소 

<북토크>2019 ICAS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수상작 북토크 시리즈 2

장인성(정치외교학부)

정재정(광주과학기술원)

11/20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특별강연>메콩지역 평화와 개발협력 
넥서스: 메콩지역 지뢰/불발탄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권구순(서울사이버대)

11/20  

서울대학교 /아시아 지역연구기관 협의회

<국내학술회의>아시아의 신지경학:  
메콩에서 극동까지 

김신주(아시아연구소)

남기정(일본연구소)

문우종(비교문화연구소)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Vadim Slepchenko (Hallym Univ.) 

11/2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발전주의 스마트시티: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주유민(KDI 국제정책대학원)

11/21  

아시아연구소 

<북토크>2019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Book Talk 시리즈 <2> 

김태균(국제대학원)

11/26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중국대륙진한교통지리연구
평술 (中国大陆秦汉交通地理研究评
述): 1949-2019 

Xiaojie Li (Fudan Univ.)

11/26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시스코카서스 지역 ‘노보자
베네노예 III’ 엘리트 쿠르간군에서 진행
된 5년간 발굴의 주된 연구 성과

Anatoly Kantorovich (Moscow State Univ.) 

11/27  

아시아연구소/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웨이즈원/지오앤 

<국제학술회의>통로, 영역, 그리고 문명
교류의 과거 실체 및 현재적 의의

고일홍(아시아연구소)

신범식(정치외교학부)

Kantorovich Anatoly (Moscow State Univ.) 

Xiaojie Li (Fudan Univ.)

Hiroshi Todoroki (RAPU)

11/28  

아시아연구소 

<북토크>2019 ICAS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수상작 북토크 시리즈 3

이영진(강원대) 

이완범(한국학중양연구원)

11/29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특별강연>국제사회의 대북지원 20년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문경연(전북대) 

11/2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2>북한의  
국제 도시: 평양과 혜산

최은영(한양대)

11/2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싱가포르 가치체계로  
본 정치 행정시스템

고길곤(행정대학원)

11/2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스마트시티’ 읽기 세미나 - 
두 번째

고은태(중부대)

김묵한(서울연구원)

허정화(국토문제연구소)

홍성호(충북연구원)

11/29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한-인도 4차 산업혁명의  
파트너 구축방안 

김봉훈(한양대)

12/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연결 데
이터의 사용과 정보공유 플랫폼의 의의

허정원(아시아연구소)

12/3  

미래지구프로그램/환경협력프로그램

<콜로키움>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박수진(지리학과)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6  

아시아연구소 

<세미나>아시아학개론: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 

오명석(인류학과)

12/12  

동북아시아센터 

<세미나>홍콩인들이 상상하는 2025년의 
홍콩, 영화 “Ten Years”[2015] 상영회

12/1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21세기 한국, 어디로  
가고 있나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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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아시아도시사회센터/(사)한국공간환경학

회/LH 토지주택연구원 

<학술대회>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
대회 

김은혜(부산대)

김준수(아시아연구소)

박지혁(아시아연구소)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황진태(아시아연구소)

12/1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기타>다큐멘터리 상영회 《흉년지반  
凶年之畔 : We the workers》

김정구(이화여대)

정규식(원광대)

홍명교(플랫폼C)

12/17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인도의 핵태세에 관한 논란
과 논점들 

지연정(한국외대)

12/18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아시아 정체성과 교류통합- 
동아시아 통합지수 개발 모색> 과제 결
과 발표회 

김소영(경제학부)

12/19  

아시아지역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행정

대학원

<워크숍>Country Report Data Workshop

고길곤(행정대학원)

김범(서울대)

김주란(서울대)

문우종(비교문화연구소)

윤여빈(서울대)

허정원(아시아연구소)

12/2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아시아학개론: 현
대 중국, 안팎의 도전 - 뉴노멀 (New 
Normal), 격차사회, 그리고 ‘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

이정훈(중어중문학과)

2020/1/1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미래 지구와 사회-생태 
시스템 Visioneering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020/1/1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스마트시티’ 읽기 세미나 - 
세 번째

강수영(아시아연구소) 

김묵한(서울연구원)

박배균(지리교육과)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20/1/1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중앙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신범식(정치외교학부)

2020/1/17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힌두뜨바의 대변자들:  
사바르까르부터 모디까지 

이지은(한국외대)

2020/1/20  

아시아지역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행정

대학원

<세미나>Country Report Review 
Session II

2020/1/29  

미래지구프로그램/관악공동행동

<기타>관악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환경 
영화 <삽질> 상영회 

김병기(전 오마이뉴스)                                                    

2020/1/31  

아시아연구소/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북토크>여성연구자, 선을 넘다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외 

구정은(경향신문)

2020/2/4  

아시아연구소/경제연구소 

<특별강연>Economic Transformation 
of Asia: Learning and Lessons from a 
half-century of Development

Deepak Nayyar (Jawaharlal Nehru Univ.)

2020/2/5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제8회 KOSSDA 데이터 페어: 
선거자료의 이해와 활용 

길정아(고려대)

김석호(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하상응(서강대)

황준식(넥슨코리아)

2020/2/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동아시아의 도시

박배균(지리교육과)

2020/2/12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특별강연>국제개발협력과 직업교육  
훈련(VET): 형성과 지속 가능성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2/1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동아시아 도시와 앙리 르페
브르

Brian Scanlon (Nat'l Taiwan Univ.) 

Ling-I Chu (Nat'l Taiwan Univ.)

2020/2/1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학개론>냉전의 섬 금문도

정근식(사회학과)

2020/2/14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인도 팹랩의 발전 모델 연구: 
빅얀 아쉬람을 중심으로 

김윤호(우송대)

2020/2/18  

동북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코로나 19, 사회적 충격
과 전망 

김창엽(보건대학원)

이준웅(언론정보학과)

장덕진(사회학과)

조한승(단국대)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천병철(고려대)

2020/2/18  

아시아도시사회센터/(사)한국공간환경학

회/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세미나>지역사회 영향평가 정책세미나

박인권(환경대학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2019 미래지구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 Social-Ecological Health in Asia>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 前UN 사무총장이 자신의 UN 경험을 토대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미래지구의 역할과 과학기술의 혁신, 이에 따른 글로벌 파트너십과 한국 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는 총 15개국 약 210명의 동북아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대표하는 전문가, 학자, 서울대 구성원, 국제개발협력 관계자,  

미래지구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구의 생태적 건강과 인간의 건강/보건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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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아시아리뷰> 9권 1호 (통권 17호 / 2019. 8. 31 발간) 

자유 주제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중앙아시아 고려인

의 디아스포라 정치 | 김범수  

일대일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경제

적 기회와 도전 | 김영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과 다각화 전략 | 김

상원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권의 권력 강

화 방식 분석: 권위주의 권력 공유(Power-

Sharing) 이론을 중심으로 | 성동기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정권안보 추구와 정책 변화 | 

김강석  

‘역사에 대한 기억’의 전략적 이용과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II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한일 관계의 양면 안보 딜레마 | 신욱희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 | 이정환  

부정적인 ‘형성 사건’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미국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중

심으로 | 장기영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의 결합: 핵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 이중구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선호와 복지국가

경제적 낙관주의와 복지 태도: 동아시아 3국의 사례 | 권혁용·이현경  

비교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 3국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재분

배 선호 |강명세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 시민들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아시

아 가치와 제도 신뢰의 영향을 중심으로 |강우진 

서평

아시아의 모바일 혁신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만남; Joonkoo Lee & Hyun-

Chin Lee, Mobile Asia: Capitalisms, Value Chain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n Asia를 읽고 | 서문기  

지리체와 근대 태국의 탄생; 통차이 위니짜꾼 지음, 이상국 옮김, 『지도에

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를 읽고 | 박경은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에 관한 인류학적 고찰; 이영진, 『죽

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을 읽고 | 홍석준

네트워크적 관점을 통한 아시아연구의 네트워킹; 손정렬 외,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를 읽고 | 김영롱

‘상상’에서 ‘사실’로;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를 읽고 | 김택경

<아시아리뷰> 9권 2호 (통권 18호 / 2020. 2. 28 발간) 

자유 주제

스마트폰 앱의 고객가치: 한국과 인도를 중

심으로 | 이명무

미완의 혁명 그리고 위태로운 삶: 이란 녹색

운동과 튀니지 재스민혁명 그 후10년 | 구기

연·유아름

Q-pop as a phenomenon to enhance new 

nationalism in Post-Soviet Kazakhstan | 

Danabayev Kakim and Jo Won Park

An Analysis of the 2019 Indian General 

Election: Transition in Political Landscape 

and Its Implications | Rajiv Kumar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포스트 발전국가로의 전환: 한국·일본·대만의 경험 | 윤상우

비교자본주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의 발전국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임현진

일본의 발전경로와 사회적 토대: 발전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 서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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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중견연구자지원(인문사회)

과제명: 기계학습법과 비선형 경제모형의 융합 - 2차년도
(2019.07.01~2020.06.30)

총연구비: 12,784,000원

연구책임자: 서명환(경제학부)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인문사회)

과제명: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 1차년도
(2019.05.01~2020.04.30)

총연구비: 25,465,000원

연구책임자: 이준표(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과제명: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 · 평화 · 지속가능성의 도
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 3단계 3차년도(2019.09.01~2020.08.31)

총연구비: 582,750,000원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김동완(경남대), 김은혜(히토츠바시대), 박인권(환경대학원),   
 박철현(국민대),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신현방(L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신혜란(지리학과), 이상헌(한신대), 이선화(Shandong Univ.),  
 이승욱(카이스트), 정현주(서울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상현(경희대), 지주형(경남대), 최영진(교육종합연구원),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Jamie Doeutcte (Univ. of Manchester), 
 Jim Glsamsan (Univ. of British Columbia), 
 Jinn-yuh Hsu (Nat’l Taiwan Univ.) 

민간지원사업((재)사회적가치연구원)

과제명: 마을이 답이다: 상생과 협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 
 - (2019.05.01~2020.01.31)

총연구비: 34,980,000 원

연구책임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구축

과제명: 사회과학 분야 DB구축 사업 - 2차년도(2019.04.01~2020.03.31)

총연구비: 120,000,000원

연구책임자: 이재열(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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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연구원: 최문희(아시아연구소)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한국의 사회동향 2019(통계청) - 2019.04.03~2019.11.30

총연구비: 151,900,000원

연구책임자: 이재열

과제명: 한-메콩 정상회의 기념 민·관·학 학술대회(외교부) - 
2019.08.22~2019.11.15

총연구비: 20,000,000원

연구책임자: 오명석

과제명: 한-메콩 정상회의 기념 메콩 개황에 대한 자문(외교부) - 
2019.10.14~2019.11.13

총연구비: 3,500,000원

연구책임자: 오명석

과제명: 전략적 딜레마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패턴 연구(외교부) - 
2019.07.15~2019.09.14

총연구비: 10,000,000원

연구책임자: 정재호

과제명: 개성공단 발전전략과 신개발구상 연구(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2019.10.21~2019.12.20

총연구비: 31,350,000원

연구책임자: 박배균 

과제명: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정부 정책 전망(외교부) - 
2019.11.11~2019.12.27

총연구비:  19,500,000 원

연구책임자: 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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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방문학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 국내외 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에게 연구공간과 소정의 연구지원비 제공으로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를 지원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자

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김두영(전 KOTRA 혁신성장본부장), 김애정(한국외대), 김일수(전 카자흐스탄 대사), Nan Ying (Yanbian Univ.), 문경연(인류학과)

    이미숙(인문학연구원), 이명무(성균관대), 이무성(Univ. of Canberra), 윤홍기(Univ. of Auckland)

방문학자 프로그램

＊ 아시아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우수학자들의 교류를 위해 운영 

    구세진(Nazarbayev Univ.), 김진영(Univ. of Texas at Austin), 박미영(Univ. of Auckland), 박진수(EHESS), 

    신의항(Univ. of South Carolina),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래(Florida Int'l Univ.), 

    최지민(EHESS), 하현정(Univ. of Notre Dame), Gebhard Keny (Rice Univ.), Marion Gilbert (EHESS), 

    Nur Aisyah Kotarumalos (Nat’l Univ. of Singapore), Yulan Xu (Yanbian Univ.)

IIAS 뉴스레터

＊ IIAS에서 발행하는 아시아전문 뉴스레터에 동북아 지역 담당 기고  

    Theme: Experiences of “the Other” in Northeast Asia (Vol.82) 

    Theme: The Tumen River Area: Building a New Paradigm of Multiculturalism and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and its Borderlands (Vol.83)

2019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 ICAS Book Prize는 아시아 관련 학술출판에 세계가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관련 학술서적이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시아연구소는 ICAS Book Prize 한국어 우수학술도서상 심사 및 선정 주관기관으로 활동 

    인문학, 사회과학 영역 총 6권의 우수학술도서 선정

    심재훈 <중국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 일조각. 2018 ※최우수상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이영진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이완범 <카터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정재정 <철도와 근대 서울> 국학자료원, 2018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신규 MOU 체결

＊ 국내외 기관과의 제도적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Irkuts State Univ.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History School, Northwest University, PRC

     Institute of Governanc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tudies (IGDIS), Chittagong Independent University

2019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시상식 (네덜란드 라이덴 / 2019년 7월 16일) Korean Peninsula on the Move (네덜란드 라이덴 / 2019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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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자 양성
2019년도 SNUAC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 김보경(국제대학원) |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로컬의 재조명: 한국·일본·대만의 토지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 정해영(인류학과) | 연결된 단절: 중국의 유토피아적 도시에서의 시민권과 인프라 정치

＊ 주형준(동양사학과) | 청 후기 관세 대리 징수 구조 연구

2019년도 SNUAC 박사학위논문상

＊ Do Thanh Thao Mien (이화여대) |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 윤태희(국제대학원) | 개혁기 중국의 사영분야 당조직과 국가-사영기업가 관계: 베이징의 유동당원 사영기업가 당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도 SNUAC 석사학위논문상

＊ 김경민(인류학과) | 북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계넘기: 하노이 한국 NGO의 신부교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이연(법학대학원) | 한국 법원에서의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흠결 보충: 중국법의 적용과 중국법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교내 아시아연구 동아리 지원

＊ FICS (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 by Students)

＊ El-Naafidha

Friends of Asia (F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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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팀별 세미나 월 2회 진행, 전체 세미나 월 1회 진행, 아시아지역 정보조사, 이슈페이퍼 작성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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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총 18명의 연구연수생 배출, 총 28회에 걸친 아시아학개론 강의 진행

제11기 연구연수생  

강민근(서울대), 김엘리나(서울대), 박준영(Universitas Pelita Harapan), 이연경(한국외대), 이유진(서울대), 이하영(연세대), 이학준(한국외대),  
차지은(연세대)

제12기 연구연수생 

김세현(서울대), 김연두(서울대), 김채현(서울대), 박효진(서울대), 손효동(고려대), 시지혜(연세대), 임정욱(카이스트), 장두원(연세대),  
조규린(한국외대), 천오성(연세대)

ODA YP (Young Professional) 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청년 역량개발프로그램

2019 하반기(2019.07-2020-01)  

이윤하(개발협력과 시민사회), 한덕근(개발협력과 난민)

2020 상반기(2020.01-2020-07) 

정민정(개발협력과 민관협력, 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전략 비교연구), 홍예림(개발협력과 민관협력, 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전략 비교연구)

SNUAC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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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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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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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현(정치외교학부) | 중앙아시아 지역안보 안정화 전략 비교연구

＊ 김종민(농업생명과학대학원) | 인도네시아 생태관광지 시장 세분화 연구



교육
KF Global e-Scho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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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수강생은 서울대 교수진의 이스쿨 강의를 수강하며 해외 현지 대학에서 정규학점 이수 

＊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와 강의자의 현지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우수 수강생 국내 초청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1~2019년 아시아와 유럽 9개국 16개 대학 1,879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85개 강의 개설, 운영

2019 e-School 강의 교수

김인걸(국사학과)

배은경(사회학과)

이문웅(인류학과)

채수홍(인류학과)

홍석경(언론정보학과)

강윤희(인류학과)

박경숙(사회학과)

신의항(아시아연구소)

임현진(사회학과)

표학길(경제학부)

2019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 Korean History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Korean Economy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가을 학기

▪ Seminar on Korean Studies (Univ.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VNU, Ho Chi Minh City, Vietnam)
▪ Research Methods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Paris Diderot, France)
▪ Culture of Korea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Korean Economy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Contemporary Korea: Society, Economy, Politics and  Culture 
   (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Univ. of the 
   Philippines - Diliman, Philippines)
▪ Culture and Society in Korea (Univ. of the Philippines - Diliman, Philippines)

겨울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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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가을학기 독일 튀빙겐대 e-school 신의항 교수 (2019년 10월 25일)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 KOSSDA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점점 다양해지는 여러 유형의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

＊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은 동·하계 워크숍과 춘·추계 단기강좌의 형태로 관악 및 연건캠퍼스에서 동시 개설되며, 자료 분석 

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이론 강의와 실습 세션을 병행하여 진행

＊ 2019년 춘계에는 패널자료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이해와 활용, 회귀분석 심화,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활용과 실제 등 총 4개 강좌 개설

＊ 2019년 하계에는 기초통계학(A/B), 중급통계학(A/B), 구조방정식모형, 근거이론, 사회과학자를 위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초,  

공간통계분석 기초, 공간통계분석 심화, 자연어 자료의 활용과 토픽 모델링 등 총 10개 강좌 개설

＊ 2019년 추계에는 회귀분석 심화,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 질적연구, 네트워크분석 응용, 패널데이터분석 등 총 4개 강좌 개설

＊ 2020년 동계에는 기초통계학(A/B), 중급통계학(A/B), 위계선형모형, 문화기술지를 활용한 질적연구, 근거이론, 데이터연계 연구 

방법론, 소셜 빅데이터 수집과 텍스트 분석 등 총 9개 강좌 개설

2019년 춘계 방법론 단기강좌 - 2019 .4. 6~2019. 5. 25

(단기강좌 총 4개, 참여인원 125명)

▪ 패널자료분석

▪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이해와 활용

▪ 회귀분석 심화

▪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활용과 실제

2019년 하계 방법론 워크숍 - 2019. 7. 1~2019. 8. 17

(워크숍 총 10개, 참여인원 384명)

▪ 기초통계학 A

▪ 기초통계학 B

▪ 중급통계학 A

▪ 중급통계학 B

▪ 구조방정식모형

▪ 근거이론

▪ 사회과학자를 위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초

▪ 공간통계분석 기초

▪ 공간통계분석 심화

▪ 자연어 자료의 활용과 토픽 모델링

2019년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 - 2019. 10. 5~2019. 11. 30

(단기강좌 총 4개, 참여인원 156명)

▪ 회귀분석 심화

▪ 인터뷰자료를 활용한 질적연구

▪ 네트워크분석 응용

▪ 패널데이터분석

2020년 동계 방법론 워크숍 - 2020. 1. 6~2020. 2. 28

(워크숍 총 9개, 참여인원 328명)

▪ 기초통계학 A

▪ 기초통계학 B

▪ 중급통계학 A

▪ 중급통계학 B

▪ 위계선형모형

▪ 문화기술지를 활용한 질적연구

▪ 근거이론

▪ 데이터연계 연구방법론

▪ 소셜 빅데이터 수집과 텍스트 분석

2019년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목록

2020년 동계 방법론 워크숍 (2020년 1월 8일)



후원/재정

연구기금

(재)한국 사회과학자료원 기금(20억 원)

㈜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10억 원)

㈜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10억 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1억 원)

서울대 임현진 명예교수(1억 원)

서울대 안청시 명예교수(1천만 원)

※ 2009년 이후 누적분임 

※ 비공개를 요청한 기부자는 제외함

※ 산정 기간: 2019. 3 ~ 2020. 2

학문후속세대양성
97,620,756원

학술교류 및 협력
126,082,224원

출판(총서 및 저널)
43,307,650원

연구성과 확산
31,229,605원

아시아연구기반구축/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
784,116,030원

학술/연구사업
지출

총수입

총지출

당신의 기부는 아시아연구의 세계화와 아시아지역전문가 육성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문의: 행정실장(02-88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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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월 

 10월 

2018년 2월 

 4월 

 5월 

 8월 

2019년 9월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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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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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제5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박수진 교수)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대형 단계 승격.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출범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출범

서울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기관협의회 결성

6월 아시아지역리뷰연구팀, <다양성+Asia> 창간호 발간

서울대학교 연구소(원)평가 인문사회 연구소(원) 3위(최우수 등급)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주간 및 비전 선포

국제학술회의 ‘아시아지역정보의 공유와 활용’ 개최

국제개발협력학회, 동아시아사회학회, Future Earth Korea 사무국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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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2019년 3월 ~ 2020년 2월 기준

소장 박수진(지리학과)

부소장 홍백의(사회복지학과)

부소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학술연구부장 이재열(사회학과)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박주용(심리학과), 이정훈(중어중문학과)

동북아시아 센터장 김병연(경제학부), 정근식(사회학과)

동남아시아 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중앙아시아 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남아시아센터 센터장 강성용(인문학연구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이재열(사회학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부원장 구혜란(사회발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센터장 박배균(지리교육과)

미래지구 프로그램 디렉터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미-중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삶의 질 프로그램 디렉터 구인회(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창립소장)

아시아지역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 디렉터 고길곤(행정학과)

연구원              

강수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계은진(동남아시아센터)

김수진(동남아시아센터)

김준수(아시아도시사회센터)

김혜진(KOSSDA 질적자료)

박지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반미희(KOSSDA 방법론교육)

최희진(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아름(KOSSDA 양적자료)

허혜옥(KOSSDA 양적자료)

운영위원회

박수진(지리학과)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김재영(경제학부)

정근식(사회학과)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신욱희(정치외교학부)

이준웅(언론정보학과)

김병준(동양사학과)

권오영(국사학과)

홍종호(환경계획학과)

권혁주(행정학과)

정종호(국제학과)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선임연구원   

고일홍(고고학)

공석기(사회학)

구기연(인류학)

김성규(산업사회학)

김신주(경제학)

김재형(사회학)

김종철(사회학)

김효섭(지리학)

남은영(사회학)

문우종(인류학)

박용하(지리학)

백일순(지리학)

심한별(도시계획학)

윤종석(사회학)

이미숙(일문학)

이승원(정치학)

최경희(정치외교학)

최문희(사회학)

허정원(사회복지학)

황진태(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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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지원              

유경하(행정총괄)

강민정(ODA)

고지영(KOSSDA 방법론교육)

김명순(교내외 연구과제 관리)

김예인(홍보)

박유빈(영문 에디터)

박종홍(디자인)

백현지(홍보/e-School)

송은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신민경(교외 연구과제 관리)

이나현(국제교류)

이상운(KOSSDA 아카이빙총괄)

정민하(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정선주(인사/총무)

최현아(학술연구 지원)

최희진(회계)

보조연구원              

강수경(인재개발부)

박지수(e-School)

심하경(영문 에디터)

이나경(아시아리뷰)

전지영(출판)

허지수(아시아리뷰)

객원연구원   

강명세(세종연구소)

강인화(서울과기대)

고가영(서울대)

고민경(건국대)

김두영((전)KOTRA)

김영선((전)한-아세안센터)

김용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선욱(California State Univ., Long Beach)

박영훈(서울대)

신의항(Univ. of South Carolina 명예교수)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이준표(한국외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아영(서울대)

홍정표(Miyazaki Int’l College)

Hao Liu (Shandong Univ.)

Hiroshi Todoroki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

Wang Wei (Communication Univ. of China)

Ying Nan (Yanbian Univ.)

방문연구원

구세진(Nazarbayev Univ.)

김애정(한국외대)

김일수((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김진영(Univ. of Texas at Austin)

김현철(Univ. of Toronto)

문경연(서울대)

박미영(Univ. of Auckland)

박진수(EHESS)

유민지(Univ. of Manchester)

윤오순((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윤홍기(Univ. of Auckland)

이동헌(Univ. College London)

이명무(성균관대)

이무성(Univ. of Canberra)

이미숙(인문학연구원)

이지은(아시아언어문명학부)

이충재(Univ. of California, Irvine)

장세훈(동아대)

최영래(Florida Int’l Univ.)

최영진(반포고)

최지민(EHESS)

하현정(Univ. of Notre Dame)

Gebhard Keny (Rice Univ.)

Marion Gilbert (EHESS)

Nur Aisyah Kotarumalos (Nat’l Univ. of Singapore)

Yulan Xu (Yanbia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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