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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년 9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2011년 3월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6월
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아시아리뷰> 창간호 발간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선정

2013년 3월
아시아연구 기반구축사업 시작
5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9월
제3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2014년 9월
9월 SSK 사업 중형 단계 진입(국제무역,
통상질서, 표준화 연구단) 및 신규 유치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토대연구사업 선정

2015
2017년 8월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9월
제5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박수진 교수)
10월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대형 단계 승격,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출범

2019년 9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
10월
국제개발협력학회, 동아시아사회학회,
Future Earth Korea 사무국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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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
(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2015년 6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2018년 2월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출범
4월
서울대학교 아시아 지역연구기관협의회 결성
6월
아시아지역리뷰 웹진
<다양성+Asia> 창간호 발간
8월
서울대학교 연구소(원)평가 인문사회
연구소(원) 최우수 등급 선정

2020

2020년 5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선정

“학문의 벽을 넘어선 융복합 연구로 시대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아시아연구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급변을 체감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코로
나(COVID-19) 사태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시장의 통합,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사회문화현상의 동질화,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세와 위상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의 변화를
읽고 적절한 대안 제시를 존재 이유로 삼아온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소들에 자신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자신들이 처한 지역적, 역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수성
에 근거하여 각각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내에서 아시아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아시아가 세계정치, 경제, 문화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와 문제점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세계화와 아시아
시대의 도래가 화두였던 배경하에 서울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9
년 마침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대학연구소로서는 예외적으로 독립된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고, 아시아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HK+사업 해외
지역연구소(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역동성, 정체성, 그리고 데이터텔링)로 선정되어 15명의 HK 교수와 연구
교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예산에 덧붙여 전임연구인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창립 10주년
에 선포한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융복합 연구소로서 아시아연구의 세계 3대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비전 실현
의 토대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연구소 내에는 현재 6개의 지역센터와 8개의 주제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주제
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아시아지역정보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연구와 자료수집을 토대로 이 시대가 당면한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은 학문 간의 장벽을 넘어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문 간,
대학 및 학문조직 간, 그리고 대학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벽들을 허무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모든 지식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연구의 허브 역할을
자청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은 어쩌면 느리고, 때로는 서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관심으로 아시아연구소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봐 주시고,
따스한 격려와 응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아시아연구의 세계적 허브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한국의 역할 제고
· 아시아적 발전모델 제시

(아시아도시사회센터 + 시민사회 프로그램 + 아시아발전모델 프로그램)

·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 프로그램 + 미래지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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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3

NEXUS 1

아시아의
교류와 상호작용

아시아연구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나아갈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의 세계 허브’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한국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아시아적
발전모델과 아시아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Nexus 1에서는 아시아연구소의 여섯 개 지역센터가 결합하여 학문 간의 융합과 교류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식 창출과 연구방법론을 선도합니다. Nexus 2에서는 아시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위하여 급변하는 국
내외 환경하에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재화, 그리고 사상의 이동과 교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Nexus
3에서는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활동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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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소장 *

운영
위원회 *

인사
위원회 *

부소장 *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학술연구부 *
인재개발부 *

행정실 *

기획위원회

국제교류부 *
전략기획실

HK+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 *

지역연구

아시아의교류협력
프로그램

아시아발전모델
프로그램

시민사회프로그램

삶의 질 프로그램

미·중관계프로그램

미래지구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지역인문학센터

데이터스토리텔링
클러스터

메가아시아연구
클러스터

아시아비교지역연구
클러스터

베트남센터*

남아시아센터*

서아시아센터

중앙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

동북아시아센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주제연구

아시아지역정보센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규정 내 조직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종합형 연구센터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단위는
HK+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과 6개의 지역센터 및 8개의 주제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정보와 데이터의 수집,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아시아지역정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장과 부소장 아래 3개
의 부서(학술연구부, 인재개발부, 국제교류부) 및 전략기획실과 행정실은 각 연구단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소 차원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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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
#메가아시아
#아시아비교지역연구
#데이터스토리텔링
#융복합연구
#아시아지역전문가양성

동남아시아센터
#아세안
#동남아VIP국가
#신남방정책
#이슬람금융
#메콩지역연구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지역연구데이터허브
#국가보고서
#데이터서비스
#비교연구
#코로나19국제협력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데이터아카이브
#방법론교육
#데이터페어
#한국의사회동향
#SocialWell-Being

베트남센터
#한-베교육연구협력사업
#현지공장생산성연구
#한-베천연물공동연구
#치과의사역량강화교육
#베트남정부정책자문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중국의부상
#세력전이
#패권경쟁
#동아시아안보

서아시아센터
#아랍의봄10주년
#이란녹색운동10주년
#서아시아시민사회
#지정학
#신진학자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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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프로그램
#아시아불평등
#아동삶의질
#아시아빈곤
#동아시아젠더불평등
#동아시아비교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지속가능한개발목표
#기술직업교육훈련
#동남아국가연합

시민사회 프로그램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비영리
#공동체
#거버넌스

동북아시아센터
#동아시아냉전과평화
#초국경및변경
#아시아투어리즘
#아시아의아시아화
#지경학

중앙아시아센터
#경계연구
#이동과흐름
#지역형성과통합
#디아스포라
#이슬람연구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남아시아센터

#Covid-19Crisis
#시장경제의다양성
#비교제도주의분석
#세계화와아시아발전모델
#글로벌가치사슬
#아시아민주주의와경제발전

#인도팹랩
#인도의역사
#인도고전
#남아시아경제
#리빙랩

미래지구 프로그램
#미래지구
#한반도-아시아의지속가능성
#지식행동네트워크
#복잡계과학
#비저니어링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아시아세계
#교류네트워크
#고고역사자료
#학제간·융복합연구
#환동해지역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도시전환랩
#포용도시
#평화도시
#전환도시
#회복도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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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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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
#메가아시아 #아시아비교지역연구 #데이터스토리텔링 #융복합연구 #아시아지역전문가양성
아시아연구소는 2020년도 HK+ 지원사업의 해외지역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링’이라는 아젠다로 2020년 5월 1일 출범한 아시아연구소의 HK+ 사업단은 ‘메가아
시아’란 개념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정립하고자 한다. 비교지역연구 및 융복합 연구의 적
용과 확대를 통한 아시아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아시아연구소 HK+ 사업단의 비전이며, 7년의
사업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세계 아시아 지역 연구의 3대 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메가아시아’ 총서 시리즈 발행 - 1단계(3년) 총 9권
＊ 아시아 현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식공유플랫폼 구축
＊ 메가아시아 지역 연구자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연구진 및 연구 분야
박수진 | 연구책임자 | catena@snu.ac.kr | 지리학 | 지형발달사, 인문사회 융복합 모델링, 		
		
국제개발협력
권오영 | 일반연구원 | koy1108@snu.ac.kr | 한국고대사 | 동아시아 해상교류, 			
		
동아시아 고대국가 비교연구
김병준 | 일반연구원 | bj426@snu.ac.kr | 중국고대사 |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 동아시아 고대국가 연구
김종일 | 일반연구원 | jikim218@snu.ac.kr | 유럽선사고고학 | 유라시아 문명교류, 문화유산관리와 대중고고학
신범식 | 일반연구원 | sbsrus@snu.ac.kr | 국제정치학 | 유라시아 국제관계, 환경-에너지 국제정치, 비교지역연구
이재열 | 일반연구원 | jyyee@snu.ac.kr | 사회학 | 사회조직, 네트워크, 재난과 위험의 사회학
이정훈 | 일반연구원 | luxun@snu.ac.kr | 중국현대문학 | 중국현당대 문학 및 문화, 지식담론
주경철 | 일반연구원 | joukc@snu.ac.kr | 서양근대사 | 해양사, 문명교류사
채수홍 | 일반연구원 | chae4811@snu.ac.kr | 문화인류학 | 베트남 노동정치, 동남아시아 문화
고일홍 | HK연구교수 | mahari95@snu.ac.kr | 고고학 | 고대 아시아의 이주와 교류, 교역 네트워크, 북한고고학
구기연 | HK연구교수 | kikiki9@snu.ac.kr | 문화인류학 | 심리인류학, 이란 청년세대, 무슬림 여성, 뉴미디어, 이슬람
심우진 | HK연구교수 | tlasang1@snu.ac.kr | 지리학 | GIS, 빅데이터, 공간모델링
윤종석 | HK연구교수 | ama99@snu.ac.kr | 사회학 | 이주와 시민권, 사회변동, 정치사회학, 역사사회학, 		
		
산업 및 노동, 개발주의와 정치경제
이미숙|HK연구교수|mslee82@snu.ac.kr|일본고전문학|전근대일본문학및일본문화,고대일본과동아시아문화교류
이주현 | HK연구교수 | wnjsl86@snu.ac.kr | 중국고대사 | 중국에서의 제국의 탄생과 발전, 			
		
고대-중세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관계
조민재 | HK연구교수 | mz369@snu.ac.kr | 고고학, 문화유산 | 유네스코, 무형.유형 박물관, 정치적 문화유산
천 진 | HK연구교수 | yuwaa@hanmail.net | 중국근현대문학 | 동아시아 근대 지식 및 아카데미즘, 비교사상, 시각문화
최경희 | HK연구교수 | kalli@snu.ac.kr | 정치학 | 인도네시아 지역연구, 아세안 공동체 및 한-아세안 관계연구, 		
		
동남아 이슬람 및 이슬람 금융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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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센터
#동아시아냉전과평화 #초국경및변경 #아시아투어리즘 #아시아의아시아화 #지경학
동북아시아센터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냉전과
탈냉전, 경계와 소수자, 문화유산과 지리적 상상, 분단과
북한문제 등을 중심으로 학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역과 주제를 결합
하는 융합연구의 중심적 단위로서, 특히 동아시아의 초국
경 및 변경, 아시아 투어리즘, 남북 및 동아시아의 갈등과
평화 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았다. 또한 동
북아시아센터는 서울대 내 아시아 관련 연구기관들의 소통과 협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학문적 융복합
을 통한 공동의 연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남북 및 동아시아 갈등과 평화: 국제질서의 변동과 동북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의 모색
＊ 동아시아의 초국경 및 변경: 냉전 질서의 해소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모색
＊ 아시아 투어리즘: 관광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이동과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투어리즘의 구성을 규명
＊ 아시아의 아시아화: 아시아의 역내 교류와 통합 과정에서 아시아를 분석단위로 하는 체계적 아시
아학의 모색
＊ 아시아의 지경학적 역학의 변동: 서울대 아시아지역연구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함과 동시
에 활동 지원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정근식 | 센터장 | ksjung@snu.ac.kr | 사회학 | 역사사회학, 문화사회학, 몸의 사회학
윤종석 | HK연구교수 | ama99@snu.ac.kr | 사회학 | 이주와 시민권, 사회변동, 정치사회학,
		
역사사회학, 산업 및 노동, 개발주의와 정치경제
강인화 | 공동연구원 | pinnacolada@naver.com | 사회학 | 역사사회학, 젠더사회학, 정치사회학,
			
사회운동
김재형 | 공동연구원 | hyungjk7@snu.ac.kr | 사회학 | 의료사회학, 역사사회학, 법사회학, 			
		
동아시아 사회운동 및 인권, 시설, 우생학, 인종주의, 부랑
홍순직 | 공동연구원 | sjhongfree@naver.com | 경제학 | 남북경제협력, 남북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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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센터
#아세안 #동남아VIP국가 #신남방정책 #이슬람금융 #메콩지역연구
동남아시아센터는 2012년 설립되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하
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학제
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동남아 관련 연구소와 네
트워크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동남아 열린 강연 시리즈
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이슬람 금융연구: 한국연구재단 2018년 선정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이슬람금융은 대안적 금융
인가? 동남아 이슬람금융의 원리와 실천’을 수행
＊ 신흥지역 연구: 아세안공동체 출범 이후 아세안 신흥국의 역동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
＊ 동남아지역 지식확산 프로젝트: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동남아 열린 강연 진행
＊ 학술활동: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이슈페이퍼 및 정책보고서 출간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오명석 | 센터장 | mysoh@snu.ac.kr |
인류학 | 경제인류학, 역사
인류학,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채수홍 | 센터장 | chae4811@snu.ac.kr |
인류학 | 베트남,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최경희 | HK연구교수 | kallikyung@hanmail.net | 정치외교학 | 인도네시아 소비시장과 소비문화,
		
인도네시아 정당정치 및 정치과정
김병호 | 공동연구원 | bluedot85@hotmail.com | 중동지역학 | 이슬람금융, 중동경제연구
김형준 | 공동연구원 | hjunkim@kangwon.ac.kr | 문화인류학 | 인도네시아, 이슬람금융, 농촌사회연구
이선호 | 공동연구원 | sunho.eco@hnu.kr | 거시경제학 | 이슬람금융, 동아시아 경제성장 및 발전
이지혁 | 공동연구원 | tankm@daum.net | 국제학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문화갈등, 인도네시아 소비문화
이충열 | 공동연구원 | cllee@korea.ac.kr | 경제학 | 거시경제이론, 화폐금융이론, 계량경제이론
채현정 | 공동연구원 | renna405@snu.ac.kr | 인류학 | 태국문화연구, 국경연구, 기업의 에스노그라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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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센터
#경계연구 #이동과흐름 #이슬람연구 #지역형성과통합 #디아스포라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4월에
설립되었다.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유라시아 지역에 관
한 다양한 시사적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확
산하며,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연구자,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중앙아
시아 지역에 대한 국내적 관심을 제고하고, 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경계와 지역 변환: 국경 장벽이 완화되고 국가 간 이동과 흐름
의 증가에 따른 연결성 증대와 지역 변화에 관한 연구
＊ 이동과 흐름 연구: 중앙아지역 내 국가 간, 중앙아와 다른
지역 간 사람, 물자, 자본, 문화의 이동과 흐름에 대해 고찰
＊ 이슬람 연구: 종교이자 문화적 규범인 이슬람이 중앙아시아인
들의 삶에 미친 영향 연구
＊ 디아스포라 연구: 고려인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과
정을 고찰하고, 아카이브로 기록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신범식 | 센터장 | sbsrus@snu.ac.kr | 국제정치학 | 유라시아 국제관계, 환경-에너지 국제정치,
		
비교지역연구
김효섭 | 선임연구원 | khsup@snu.ac.kr | 지리학 | 유라시아 지역정체성, 지역통합, 경계 연구
고가영 | 공동연구원 | kkynow@snu.ac.kr | 역사학 | 유라시아 디아스포라, 접경지역, 인권
최아영 | 공동연구원 | cool3039@snu.ac.kr | 민족학 | 중앙아시아 이주, 유라시아 민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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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센터
#인도팹랩 #인도의역사 #인도고전 #남아시아경제 #리빙랩
남아시아센터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소속국 8개국
에 대한 역사, 경제, 정치, 언어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
와 관련 역량의 체계적 구축을 목표로 대상 국가들과의 다
층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
대한민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최근의 신남방정책의 맥락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러한 흐름 속에서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고급 정보를 누적하여 자산으로 확보하고 지역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제가 남아시아센터에 주어져 있다. 남아시아센터는 관련 정보 창출과 누적에 기여하는 여러 주체들
을 엮어 내는 학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한-인도 팹랩 공동연구: 시민의 참여와 능동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Fab
Lab을 활용한 한국과 인도의 공동연구.
＊ 한-인도 리빙랩 공동개발: 그린모빌리티를 지향하는 Living Lab 연구를 통해 사회적 교통약자들
의 심야이동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해결 네트워크 연구
＊ 남아시아문화학교: 남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개방된 틀 안에서 제공하는 대
중 확산사업
＊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시사성이 강한 주제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의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분
석과 전망을 들을 수 있는 월 단위 소모임 행사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강성용 | 센터장 | citerphil@snu.ac.kr | 인도철학 | 인도고전학, 인도종교사
이명무 | 선임연구원 | leemm@snu.ac.kr | 경영학 | 인도 IT 산업, Fab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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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센터
#아랍의봄10주년 #이란녹색운동10주년 #서아시아시민사회 #지정학 #신진학자양성
서아시아센터는 서아시아에 대한 깊고 다양한 시사적
분석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
술 활동을 통해 서아시아 연구 기반을 강화하며, 서아
시아 연구자, 기업인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
크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서아시아센터는 현
재 ‘전문가 콜로키움’을 통해 지역연구 확장을 위한 전
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심화세미나’를 통해
지역 이해에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아시아센터의 현재 목표는 이란 녹색운동,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연합 대 이란 연합의 대결구도로 가는 서아시아의 정치 현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라크의 시민사회, 이집트 기독교 공동체 등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서아시아의 이슈에 대해 논의
＊ 서아시아 지정학 연구: 올해 초 발생한 이란-미국 갈등을 중심으로, 시아 초승달 벨트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정세를 파악하고, 서아시아 내 사우디 연합-이란 연합 대결구도의 정치현황을 분석
＊ 아랍의 봄 10주년 지역심화세미나: 아랍의 봄 10주년을 맞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서아시아 시
민사회 운동의 변천사를 짚어보고 전망을 모색
＊ 신진연구자 모임 지원: 서아시아 지역 신진 학자들의 연구 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자 간의 학문
적 교류와 활발한 연구 장려
＊ 대학생 동아리 지원: 서아시아 전공 대학생의 지역학 스터디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성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구기연 | HK연구교수 | kikiki9@snu.ac.kr | 문화인류학 | 이란 사회문화, 국내 이슬람포비아 현상
백승훈 | 공동연구원 | paik-house@hanmail.net | 국제정치, 국제관계학 | 중동 정치, 중동 국제관계
이경수 | 공동연구원 | kyungsoo0104@gmail.com | 중동지역사회학 | 교육정책, 사회변동, 여성, 레반트(Levant) 지역
이수정 | 공동연구원 | sooislam86@gmail.com | 중동·아프리카 지역학 | 무슬림 이주민 공동체,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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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센터
#한-베교육연구협력사업 #현지공장생산성연구 #한-베천연물공동연구 #치과의사역량강화교육
#베트남정부정책자문
베트남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의 중요 파트너로 급부상함에 따라 서울대 내 베트남 관련 교육
과 연구 산학협력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센터는 서울대의 대베트남 교육 연구 협력사업의 중요한 기반으
로서 베트남에 대한 연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 및 협력의 교내외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센터는 베트남에 관한 연구 결과물과 정보를 축적하면서 국책기관 및 민간 지원의 베트남 연구와 교류 사
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베트남국립대 및 외상대(Foreign Trade Univ.) 등과의 교육, 연구 협력사업 추진
＊ 베트남 인구-발전 관련 정부 정책 자문과 저서 출간 및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 공장 생산성 연구
＊ 한-베 천연물 공동연구 및 ‘한-베트남 협력 천연물연구소’ 설립, 협력사업
＊ 베트남 호치민시 치과의사 임상역량 강화교육(KOICA 사업 참여 예정)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가곡 '꽌호'> 연계 프로젝트, 베트남 음악 해외프로젝트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김재영 | 센터장 | jykim017@snu.ac.kr | 경제학 | 베트남 경제
구민교 | 공동연구원 | mgkoo@snu.ac.kr | 정치학 | 정치 및 행정
김승근 | 공동연구원 | sngknkim@snu.ac.kr | 국악작곡 | 문화 및 사회
김현정 | 공동연구원 | dentane@snu.ac.kr | 치과마취과학 | 치의학 및 구강건강
박정일 | 공동연구원 | hillpark@snu.ac.kr | 분석약학 | 약학 및 건강
조영태 | 공동연구원 | youngtae@snu.ac.kr | 인구학 | 인구 및 보건
채수홍 | 공동연구원 | chae4811@snu.ac.kr | 인류학 | 사회 및 문화
최수정 | 공동연구원 | shizu@snu.ac.kr | 직업교육 | 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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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시사회센터
#도시전환랩 #포용도시 #평화도시 #전환도시 #회복도시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아시아 도시들이 발전주의 도시화
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의 제시
를 목표로 한다. 또한 아시아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
유(commoning), 평화(pea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지향하는 대안적 도시 담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공
유하고자 한다.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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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및 연구 주제
＊ 도시전환랩: 도시전환을 위한 대안적 실험 시도 및 지역에서의 공동생산 시스템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 프로그램 추진
＊ 포용적 공유도시: 대안적 도시실천을 위한 도시포용성 지수 개발 및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도시 간 협력 도모
＊ 탈냉전 평화도시: 동아시아 탈냉전 지정-지경학,
접경도시, 기지도시 연구
＊ 지속가능 전환도시: 동아시아 발전주의와 국가자연, 한반도 에너지전환 연구
＊ 저성장 회복도시: 동아시아 구산업도시, 도시와
제조업의 미래, 스마트 전환도시 연구

연구진 및 연구 분야
박배균 | 센터장 | geopbg@snu.ac.kr | 지리학 | 지역개발의 정치, 국가의 공간성,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
정현주 | 부센터장 | jung0072@snu.ac.kr | 지리학 | 도시문화정치, 공간과 젠더, 이주-지구화
백일순 | 선임연구원 | thinki01@snu.ac.kr | 지리학 | 접경지역 공간구조, 법제도의 다차원성
심한별 | 선임연구원 | pinehill@snu.ac.kr | 도시계획학 | 산업과 노동의 재구조화, 도시경제와 공간구조, 경제회복력
이승원 | 선임연구원 | ishi0920@snu.ac.kr | 정치학 |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사회혁신, 도시 커먼즈
황진태 | 선임연구원 | dchjt@naver.com | 지리학 |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도시론, 정치생태학, 위험 및 재난
강수영 | 연구원 | paseante@snu.ac.kr | 지리학 | 지역연구, 공간분석
송은영 | 연구원 | eysong55@snu.ac.kr | 지리학 | 식량 사슬, 생계 접근법
최희진 | 연구원 | feelingshj@snu.ac.kr | 도시계획학 | 도시개발 갈등, 젠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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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지속가능한개발목표 #기술직업교육훈련 #동남아국가연합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아시아연구소의 지역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연구
주제를 형성, 발굴하기 위해 설립되어, 국내외 공인 기관
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결과를 확산하며 개발협력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현재는 아시아연구소
의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사무국 유치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와 ODA 사업 진행에 일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청년 역량개발프로
그램인 ODA 영프로페셔널(YP) 사업을 수행하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한반도 이행전략 연구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 경제 연구: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경제로써 사회적
경제 모델 연구
＊ 한·중·일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 연구: 아시아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현황 및 전략 비교와
한국의 아시아 공적개발원조 방향 제시
＊ 개발협력 직업훈련 사업 연구: 해외 노동시장 기반 직업훈련교육기술(TVET) 공여 사업 검토 및 미
래 지향적인 한국형 프로젝트 구상
＊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협력 관련 데이터 유형별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권혁주 | 센터장 | hkwon4@snu.ac.kr | 행정학 | 정책이론, 국제개발협력정책
김성규 | 선임연구원 | fuberlinkim@snu.ac.kr | 산업사회학 |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송지연 | 공동연구원 | jiyeoun.song@snu.ac.kr | 정치학 | 비교정치경제, 사회복지정책,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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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구 프로그램
#미래지구 #한반도-아시아의지속가능성 #지식행동네트워크 #복잡계과학 #비저니어링
미래지구 프로그램은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 연구네트워크 ‘Future Earth(2012년 출범)’를 국
내 및 서울대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 출범하였고, 이를 위
해 2019년 아시아연구소에 미래지구 한국위원회 사무국
을 유치하였다.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 간의 대화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이론 및 모델 개발과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플랫폼을 제공한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지속가능성 비저니어링: 한반도와 아시아의 건강한 생태-사회 시스템(Healthy EcologicalSocietal Systems, HESS) 비전의 엔지니어링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 구축
＊ 지속가능성 이론 및 모델 개발: 복잡계과학에 기반을 둔 물질·에너지·정보 순환의 지속가능한 거
버넌스, 관리 및 모니터링 이론과 모델 제시
＊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협력: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 융합연구: ‘인류의 미래를 묻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대화’ 공개집담회 개최
＊ 시민사회 협력사업: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로컬 시민사회와 교류 및 협력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김 준 | 센터장 | joon@snu.ac.kr | 농림기상학 | 복잡계, 지속가능성
엄은희 | 공동연구원 | likemoon@snu.ac.kr | 지리학 | 동남아지역연구, 환경지리학
윤순창 | 공동연구원 | yoon@snu.ac.kr | 대기과학 | 미래지구, 기후변화
윤지현 | 공동연구원 | hoonyoon@snu.ac.kr | 식품영양학 | 지속가능한 영양, 북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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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중국의부상 #세력전이 #패권경쟁 #동아시아안보
미·중관계 프로그램(PUCR)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양국
간 대립, ‘세력전이’ 가능성, 그리고 미·중 관계의 동아시
아에 대한 영향력 연구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미·중
관계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중 관계 변천사, 평화
적 ‘세력전이’ 가능성, 그리고 미·중 경쟁에 따른 역내
국가들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또 영향력
있는 미·중 관계 전문가와 함께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동안 PUCR은
세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국제학계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미·중관계와 트럼프 행정부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 전략적 딜레마와 한국의 대응
＊ 월례세미나 및 학술워크숍: 미·중관계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매월 국내외 전문가를 초
청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진행함(2020년 6월 현재 38회 진행)
＊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 프로젝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대립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던지는 딜레
마 상황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편차에 대한 연구(연구재단 및 정부부처 프로젝트) 진행 중
＊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한-일, 한-미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함. ‘한-일 중국정세대
화’는 2020년에 8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한-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는 2020년에 출범 예정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정재호 | 센터장 | cjhir@snu.ac.kr | 정치외교학 | 미·중 관계, 동아시아 안보
김헌준 | 공동연구원 | hunjoon7@korea.ac.kr | 정치외교학 | 국제정치, 국제인권
이민규 | 공동연구원 | obscurecount@gmail.com | 외교학 | 중국의 대외정책, 남북관계, 한·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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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프로그램
#아시아불평등 #아동삶의질 #아시아빈곤 #동아시아젠더불평등 #동아시아비교연구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경제개발
을 이루고 빈곤 문제가 해소되는 반면 불평등 문제의 악
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한국을 위시한 다른 아시아 국
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질, 행복도를 보인다. 삶의
질 프로그램은 아시아 불평등과 아시아인의 삶의 질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허브를 구축하여 관련 아시아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적 방안 모색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불평등 문제와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동아시아 국가 빈곤/불평등 비교연구: 한국, 중
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국을 주요 대상으로
빈곤과 불평등 실태와 원인을 연구하고 서구 국가
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저널 <Special Issue>
출간 추진
＊ 아시아 불평등 공동연구 추진: Oxfam이 지원한
1차 공동연구 ‘Getting Even: Public policies
to tackle inequality in Asia’(Bloomsbury
Publishing)에 이어지는 2차 공동연구 추진
＊ 동아시아의 모성 페널티에 대한 연구: Luxembourg Income Study(LIS) Wave IX를 사용하여 동
아시아 국가인 대만, 한국의 모성 페널티를 서구 복지국가(독일, 미국, 핀란드)와 비교
＊ 아시아 아동의 삶의 질 연구: Children’s World의 2nd wave 데이터로 16개국 아동들의 삶의 질
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 비교 연구
＊ 아동 삶의 질과 시간 사용 연구: 아동들의 시간 사용 유형과 삶의 질의 관계 연구. 성별에 따라 시
간 사용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구인회 | 센터장 | inhoeku@snu.ac.kr | 사회복지학 |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Yoo Joan Paek | 공동연구원 | joanyoo@snu.ac.kr | 사회복지학 | 아동복지, 아동발달 및 건강, 		
			
의료사회복지
강지영 | 공동연구원 | jiyoungksw@hnu.kr | 사회복지학 | 일·가정 양립, 사회정책 효과분석
이원진 | 공동연구원 | lwj4035@kihasa.re.kr | 사회복지학 | 빈곤과 불평등, 노후소득보장
한윤선 | 공동연구원 | yshan@snu.ac.kr | 사회복지학 | 청소년 복지,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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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프로그램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비영리 #공동체 #거버넌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초점 지역으로
삼아 주요 국가들의 시민사회 변화를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영역으로는 크게 환경, 인권 그리고 사
회적경제 세 영역으로 나누며, 각 영역의 핵심 주제는 ‘지
역개발과 거버넌스’, ‘이주와 다문화’, 그리고 ‘공동체와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시아 시민사회가 세계
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 및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를 알기 위해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을 주제로 전국 차원의 NGO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연구: 민간단체 총람 등록단체와 비영리 등록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조사 진
행. 단체의 목표, 주요활동 등에 대한 기초통계 진행.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단행본 출간
＊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초통계 구축: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력적 지위’를 획득한 아
시아 지역 NGO를 대상으로 분석. 기초정보 및 통계자료집 제작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비교연구: 2년간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
한 한-일 비교연구’를 수행. 한일 학자들의 공동연구 참여
＊ 동아시아 시민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한-일 정치사회학회’ 연례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아시
아로 범위 확대. 다양한 학술회의의 개최 예정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임현진 | 센터장 | hclim@snu.ac.kr | 정치사회학 |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공석기 | 공동연구원 | skong@snu.ac.kr | 정치사회학 |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김영춘 | 공동연구원 | youngchoon.kim@gmail.com | 조직사회학 | 사회적경제, CSR
김진희 | 공동연구원 | drkjh@kedi.re.kr | 교육학 | 인권, 다문화, 거버넌스
김태균 | 공동연구원 | oxonian07@snu.ac.kr | 국제관계학 | 지역개발, 거버넌스,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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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Covid-19Crisis #시장경제의다양성 #비교제도주의분석 #세계화와아시아발전모델 #글로벌가치사슬
#아시아민주주의와경제발전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은 아시아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아시아 발전모델을 유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자본주의의 공통적 제도 및
문화를 논의하며, 비교제도주의 시각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노동, 금융, 복지, 글로벌 가치사슬의 다양
한 산업 영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유형화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자본주의의 지역적
공통성과 동시에 지역 내 국가별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총합적인 체계(synthesized framework)를
설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아시아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세계화 시대 아시아 자본주의 공통적 특성 연구: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국가주도 자본주의, 유교
＊ 아시아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비교제도주의 연구, 국가와 시장, 국가와 사회관계
＊ 아시아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기술혁신, 기업문화, 노동
시스템, 금융제도, 복지제도, 글로벌 가치사슬(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반도체 등) 연구
＊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모델 제시: 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한 유형화를 통한 총합적 체계
(synthesized framework) 제시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임혜란 | 센터장 | hrlim@snu.ac.kr | 비교정치학 | 동아시아 정치경제
공석기 | 공동연구원 | skong@snu.ac.kr | 정치사회학 | 지구시민사회, 사회운동
김익기 | 공동연구원 | ikki@dongguk.edu | 인구학 | 인구 고령화, 도시사회학, 한류, 		
		
한·중·일 문화비교
양종회 | 공동연구원 | jhyang@skku.edu | 사회학 | 문화와 예술사회학, 환경사회학, 중간계급론
이왕휘 | 공동연구원 | leew@ajou.ac.kr | 국제정치학 | 국제정치경제
임현진 | 공동연구원 | hclim@snu.ac.kr | 정치사회학 | 사회발전론, 지구시민사회, 비교사회학, 사회적 경제
장진호 | 공동연구원 | jhjang@gist.ac.kr | 사회학 |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금융화, 신자유주의
황석만 | 공동연구원 | hwang.sukman@gmail.com | 사회학 | 발전사회학, 노동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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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아시아세계 #교류네트워크 #고고역사자료 #학제간 융·복합연구 #환동해지역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과거 ‘아시아 세계’에 존재했던 다
양한 교류 네트워크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통시적 전개
과정을 학제간,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20~2021년에는 아시아 세계를 만들어낸 다양한 교류
네트워크들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교류의 고고역사적 증거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환동해지역의 교류사’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여 학술논문과 연구서를 출간하고, 1년에 한 번
씩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학술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아시아 세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브로델의 ‘지중해 세계’ 개념 검토를 통해 ‘연속체’이자 ‘앙상
블’로서의 ‘아시아 세계’에 대해 구상
＊ ‘아시아 세계’의 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연구: 가축화된 동물의 확산과 고대 아시아 엘리트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 추적
＊ 환동해지역 교류사 연구: 환서해지역과는 다른 역학이 작동했던 환동해지역에서 교류 양상 검토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권오영 | 센터장 | koy1108@snu.ac.kr | 한국고대사 | 동아시아 해상교류, 			
		
동아시아 고대국가 비교연구
고일홍 | HK연구교수 | mahari95@snu.ac.kr | 한국선사고고학 | 고대 이주와 교역, 북한 고고학
고은별 | 공동연구원 | eunbyul@snu.ac.kr | 동물고고학 | 야생동물의 가축화과정, 고대 동물희생의례
김병준 | 공동연구원 | bj426@snu.ac.kr | 중국고대사 |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 동아시아 고대국가 연구
김종일 | 공동연구원 | jikim218@snu.ac.kr | 유럽선사고고학 | 유라시아 문명교류, 문화유산관리와 대중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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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데이터아카이브 #방법론교육 #데이터페어 #한국의사회동향 #SocialWell-Being
KOSSDA는 한국 사회과학 분야의 경험연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데이터 아카이브로, 여러 연구기
관과 개인 연구자들이 산출하는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이
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여 연구에 재이용될 수 있도
록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서울대로 이관
한 후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FAIR(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 Data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아카이빙 연구와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이에 더하여 데이터 공유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행사, 데이터 기반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사회과학 데이터의 수집 및 구축: 양적/질적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데이터 큐레이션
＊ 자료공유 확산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페어,
논문경진대회, 아카이브 이용방법 특강
＊ 데이터 아카이빙 연구: 연구재단 사회과학
DB 구축 연구(KRM), KOSSDA 데이터 인증
기관 등록 및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아시아
7개국 Social Well-Being 국제비교조사 데
이터 통합 연구
＊ 데이터 기반 연구: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아
시아 7개국 Social Well-Being 국제비교조사
＊ 국제협력 사업: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협
력 네트워크(NASSDA) 활동, 아시아 7개국
‘사회적 웰빙 조사’ 협력 네트워크 참여

연구진 및 연구 분야
이재열 | 원장 | jyyee@snu.ac.kr | 사회학 | 사회조직, 네트워크, 재난과 위험의 사회학
구혜란 | 선임연구원 | hrkoo@snu.ac.kr | 사회학 | 사회적 웰빙, 정신건강, 비교연구방법론,
		
데이터 공유
최문희 | 선임연구원 | moonhc2014@snu.ac.kr | 의료사회학 | 질적방법론, 여성주의, 가족
이상운 | 실장 | sangwooni98@snu.ac.kr | 사회학 | 데이터 큐레이션
고지영 | 연구원 | jiyoungko@snu.ac.kr | 사회복지학 | 연구방법론, 근로빈곤, 노인복지
김혜진 | 연구원 | kiyo3@snu.ac.kr | 인류학 | 질적연구방법론, 연구데이터 관리 및 아카이빙, 역사인류학
반미희 | 연구원 | banmihee@snu.ac.kr | 사회학 | 사회조사방법론, 온라인공동체
한아름 | 연구원 | harmir@snu.ac.kr | 경제학 | 자료이용문헌, 텍스트 마이닝, ODA
허혜옥 | 연구원 | hyeokh@snu.ac.kr | 사회학 | 조사자료 아카이빙, 데이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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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정보센터
#지역연구데이터허브 #국가보고서 #데이터서비스 #비교연구 #코로나19국제협력연구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국가별·지역별 현재적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아시아의 개별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정성/정량 데이터의 축적과 통계적 분
석을 기반으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국의 현황, 특히 SGDs와 개도국이 직면하는 도전적 상황에
대해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Country Report를 작성
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생산, 공유하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 및 세계
시민의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 및 연구 주제
＊ Country Report의 확대·발전: 해당 지역 전문가의 로컬 지식과 국제기구의 다양한 지표를 결합하
여 작성,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한 현재적 지식의 구축
＊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절차 연구: 아시아 국가의 현황 파악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의 구조설계,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모듈화
＊ 홈페이지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양적 통계 분석과 질적 연구자료 제공, 사회적으로 주요 현
안에 대한 분석과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클리닝, 시각화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기관 간 협력 모색: 서울대 차원의 Pan-SNU Country Report 구축과 공유형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과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 아시아 지역연구 맞춤형 데이터 허브 구축: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대하고 교류
할 수 있는 Cultural Intelligence 역량 개발과 축적이 목표

연구진 및 연구 분야
고길곤 | 센터장 | kilkon@snu.ac.kr | 행정학 | 정책분석 평가, 데이터 분석학, 비교연구
허정원 | 선임연구원 | jwhuh@snu.ac.kr | 사회복지학 | 이주, 젠더, 불평등, 프로그램 평가, 		
		
양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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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최근 5년간 출판된 도서

아시아
2020

＊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진화 | 박순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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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Mobile Asia: Capitalisms, Value Chain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n Asia | Joonkoo Lee & Hyun-Chin Lim
|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 Hyun-Chin Lim, Jan Nederveen Pierterse, Suk-Man Hwang
＊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 손정렬 외
＊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 김태균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7

＊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 이현정, 김태우 엮음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6

＊ 글로벌 패러독스: 아시아의 도전과 과제 | 임현진, 서문기,
윤상우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아시아는 통한다: 흐름과 관계를 통해 본 知圖 | 이재열,
임현진 엮음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아시아의 혁신 창조 활동과 세계경제질서
| 박지형, 안덕근 외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아시아의 부상, 문명의 전환인가 | 임현진

동북아시아
2020

＊ 옐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 | 조영한, 조영헌
＊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 공석기, 임현진
＊ 삼농과 삼치 -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 | 원톄쥔, 양솨이(조형진 옮김)
＊ 글로벌 미디어와 아시아 정체성: 혼종성과 저항성의 경계 | 윤선희

2019

＊ 중국 고도를 거닐다 | 박정희
＊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 박훈
＊ 아시아 투어리즘 - 동아시아여행과 지리적 상상 | 강명구, 정근식 엮음
＊ 근대 동아시아 역사 속의 류큐병합 | 나미히라 쓰네오(윤경원, 박해순 옮김)
＊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 | 이현정 편집
＊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 신욱희, 권헌익 엮음
＊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 | Jonghoe Yang &
Hyun-Chin Lim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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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uth Korea | Chang Kyung-Sup
＊ North Korea and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 Yeongseop Rhee and Patrick Messerlin

2018

＊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 S. M. 두다료노크, E. A. 코바 S. V. 바타르셰프 외(양승조 옮김)
＊ 한국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다 | 이재열 외
＊ 한국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 공석기 외
＊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 임혜란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김도균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 | 이영진 | 문광부 세종도서 학술부문
| ICAS 한국어 우수학술도서
＊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
김형종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ICAS 한국어 우수학술도서

2017

＊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 정근식 엮음
＊ 비교시각에서 본 박정희 발전모델 | 임현진
＊ 주민과 시민 사이: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활동 톺아보기 | 공석기, 임현진
＊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 장인성
|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ICAS 한국어 우수학술도서
＊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 신욱희
＊ The Possibility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 Hyug Baeg Im
＊ 재난과 살다: 대지진에 대비하는 일본 방재과학의 집합실험 | 이강원

2016

＊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 | 공석기, 임현진
＊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 강명구, 김홍중, 신혜선 엮음
＊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 정근식, 김민환 엮음
＊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 취샤오판(박우 옮김)
＊ 중국의 감춰진 농업혁명 | 황쫑즈(구범진 옮김)
＊ 다롄연구: 초국적 이동과 지배, 교류의 유산을 찾아서 | 정근식, 신혜선 엮음
＊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 | 정재호 엮음
＊ 동아시아 역사분쟁: 갈등의 현장을 찾아 화해의 길을 묻다 | 안청시, 최종호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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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2020

＊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 나희량

2019

＊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 | 통차이 위니짜꾼(이상국 옮김)
＊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 안청시, 전제성 엮음

2018

＊ 메콩강: 그 격동적인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 밀턴 오스본(조흥국 옮김)
＊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 윤순진 외 9인

2017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 오명석, 유창조 엮음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베트남 현대사: 통일에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
| 필립 랑글레, 꽈익 타인 떰(윤대영 옮김)

2016

＊ 아시아, 이주의 중심에 가다: 베트남 편 | 오명석 엮음

중앙아시아
2020

＊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현재: 정치·사회·경제적 선택 | 신범식 엮음
＊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 신범식 엮음

2019

＊ 공산주의 이후 이슬람 | 할리드(오원교 옮김)

2017

＊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 신범식 외

서아시아
2017

＊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 구기연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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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확산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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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구축 및 제공: KOSSDA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100여 개 자료 생산기관과 자료 공
유 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이들이 산출한 양적 및 질적 자료 2,600여 건(조사자료 2,400여 건, 질
적자료 200여 세트)을 DB로 구축하여 일반에 무료로 제공 중. 연간 원자료(raw data) 제공 건수
는 2,500여 건임
＊ 방법론 교육: 대학원생 및 연구자의 자료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통계분석방법, 사회조사방법, 질
적연구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연 4회 개최. 연간 1,000여 명이 수강
＊ 데이터 페어: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를 선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분석 경
험을 공유하는 '데이터 페어'를 연 2회 개최.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이해와 분석경
험 공유'를 시작으로 2020년 '선거자료의 이해와 활용'까지 총 8회 개최되었으며, 회당 180여 명
의 연구자 참여

2020년 동계 방법론 워크숍 (2020년 1월 8일)

kossda@snu.ac.kr
02-880-2112
http://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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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리뷰(Asia Review)
1월

2월
1호
원고
마감
(2/15)

3월

심사

4월
1호
발간
(4/30)

5월

6월
2호
원고
마감
(6/15)

7월

심사

8월

9월

2호
발간
(8/31)

10월

11월

12월

3호
원고
마감
(10/15)

심사

3호
발간
(12/31)

원고 상시 접수

＊ 연 3회 발행되는 아시아연구소의 학술지로 인문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
하여 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 연구의 통합을 모색, 다양한 아시아 관련 연구
결과 소개
＊ 2011년 6월 창간호를 발간하여 2015년 7월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
되었으며, 2017년 8월 등재지로 선정되어 6권 2호(2017년 2월 발간)부터
적용됨
＊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과 방법론에 열려 있으며, ‘아시아 연구’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자유주제 논문 게재로 학문적 융합 시도
＊ 아시아연구소 기획과제를 통해 우수한 학자들의 아시아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
식 발전을 도모하고, 결과물은 엄선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특집 논문을 구성하여 학술지에 게재
snuacjournal@snu.ac.kr
02-880-2874
http://asiareview.snu.ac.kr/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1993년부터 시작되어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시아적 관점을 소개
해온 대표적인 학술지
＊ 2020년 현재, SCOPUS 및 ESCI에 등재되어 있으며 연 3회 발행됨
＊ 강력한 근거와 이론에 기반한 아시아 정치, 행정, 지역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아시아를 이해하는 새로운 이론 발전의 토대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전 세계 아시아 우수 연구자들을 편집진으로 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논문을 선정, 게재

snu.ajps@gmail.com
http://www.tandfonline.com/toc/rasi20/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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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다양성+Asia>
1월

2월

3월
웹진
발행
(3월호)

4월

5월

6월

7월

8월

웹진
발행
(6월호)

9월

10월

11월

웹진
발행
(9월호)

12월
웹진
발행
(12월호)

＊ 아시아의 현재적 이슈와 특집 주제 등을 통해 아시아 각 지역의 현
안을 다루는 웹진 연 4회 발행
＊ 국내외 아시아 각 지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시의
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중적인 이슈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아시아 연구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 2020년부터 수록된 글을 묶어 아시아지역학 연구성과를 새로운
형태로 확산시킬 단행본 시리즈 출간 계획
ac_asiareview@gmail.com
http://diverseasia.snu.ac.kr/

IIAS <The Newsletter> News from North Asia 담당
＊ 아시아연구소는 네덜란드 IIAS(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에서 연 3회 발행하는 아시아학술 간행물 <The
Newsletter>의 동북아시아 섹션을 담당
＊ 매회 기획기사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
아시아 현안과 주요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 세계
아시아연구자들에게 학술적으로 소개
http://www.iias.asia/the-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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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방문학자 프로그램

홈페이지 신청
(상시접수)
※ 방문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 신청

내부 심사

행정 절차

학기 중: 약 2주
방학 중: 1개월↑

자체연구원: 약 1주
객원연구원: 1개월↑

＊ 아시아 연구에 관심 있는 우수학자들의 교류 공간
＊ 매 학기 정기적인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한 연구교류
＊ 아시아연구소 글로벌 연구자 네트워크의 기반
＊ 아시아, 유럽, 미주 등 21개국으로부터 88명 방문(2012~2019)
snuac_exch@snu.ac.kr
02-880-2096
http://snuac.snu.ac.kr/?page_id=198

연구교류 네트워크

＊ 국내외 아시아 전문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 기관 간 협정(MOU)에 바탕을 둔 제도화된 교류(13개국 32개 기관과의 교류협정)
＊ 국제 연구교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SSRC(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nterAsia Program,
ICAS(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EA-ICN(East-Asian Inclusive Cities Network),
NASSDA(Network of Asi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 Future Earth
snuac_exch@snu.ac.kr
02-88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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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사업

＊ ICAS 아시아연구 우수학술 도서상(한국어) 주관
＊ 서울대 코로나19 연구네트워크와 국제연구 협력: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의 주요 연구자, 기
관,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대안 모색을 위하여 국제연구 협력을 확대, 강화
＊ 한-일 연구협력사업 ‘지역 공동체의 혁신: 사회적 경제 활동 및 지역 협치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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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East-Asian Inclusive Cities Network: EA-ICN): 동아시아 연구자, 활동가들
의 도시문제 대처 국제협력 네트워크
＊ 공유도시 서밋 서울 국제행사(2020 Sharing Cities Summit Seoul):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미
국, 스페인 등의 도시 정부 서밋 및 향후 연구자/시민사회 단체 교류협력 추진
＊ 미래지구아시아지역위원회(Future Earth in Asia Regional Committee) 참여 및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조직
＊ 행성건강연맹(Planetary Health Alliance, PHA) 아태지역 허브 네트워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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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문학자 펠로우십
3월

4월

5월

하반기
펠로우십
공지

6월

7월
상반기
펠로우
선정결과
발표

접수
마감

8월

9월

10월

11월

차년도
상반기
펠로우십
공지

관련
서류
제출

상반기 펠로우 활동기간

12월

접수
마감

1월

2월

상반기
펠로우
선정결과
발표

관련
서류
제출

하반기 펠로우 활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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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모집하여 운영
snuac_exch@snu.ac.kr
02-880-2096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1월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공지

2월
접수
마감

3월

4월
선정통보 및
연구계약 체결

심사

＊ 박사논문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국내의 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학생 선발
＊ 연간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인재양성 사업
＊ 2015년 이래 총 23명의 박사과정 학생 선정 및 지원
hr.snuac@gmail.com
02-88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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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논문상
7월

8월

논문상
공지

9월

접수
마감

10월

11월

12월

선정자
발표

심사

논문상
시상식

＊ 최근에 작성된 우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선정하여 상
금 지급 및 출판 지원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아시아연구를 하는 신진 아시
아연구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박사학위논문상은 2015년 이래 총 11명, 석사학위
논문상은 2018년 신설되어 총 4명 시상
hr.snuac@gmail.com
02-880-2693

현지조사 지원사업
1월
현지조사 지원사업
공지

2월
서류 접수
마감

서류 및
면접 심사

3월~익년 2월

익년 3월

현지조사
진행

현지조사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현지조사가 필요한 아시아 관련 학위논문 작성 지원 프로그램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아시아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서울대 대학원생들에
게 현지에서의 자료 조사·수집의 기회 제공
hr.snuac@gmail.com
02-880-2085

교내 아시아연구 동아리 지원

＊ FICS(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 by Students): 서울대 FICS와 동경대 FICS 간의 교류를 통
해 매년 서울과 동경에서 연 2회(2월, 8월) 양국 사회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국제세션 진행
＊ 엘 네피제(El-Naafidha): 2008년 결성되어 12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아시아학 연구 동아리
hr.snuac@gmail.com
02-88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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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하반기
모집
공고

서류
심사 및
면접

상반기 연구연수생 활동기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상반기
모집
공고

서류
심사 및
면접

하반기 연구연수생 활동기간

＊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 아시아 연구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와 연관된 연구 및 실무 경험 제공
＊ 아시아학개론, 자체 세미나, 답사, 소논문 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센터 또는 부서에 소속되어 연구
및 업무보조 활동 참여
＊ 우수 소논문 시상 및 수료 조건을 충족한 연구연수생에 대해 수료증 수여
hr.snuac@gmail.com
02-880-2085

KF Global e-School Program

＊ 현대 한국사회에 관심 있는 해외 최우수대학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 해외 수강생은 서울대 교수진의 e-스쿨 강의 수강을 통해 해외 현지 대학에서 정규학점 이수
＊ 화상회의시스템(Polycom)과 최신의 화상미팅프로그램(Zoom, Skype)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와 강의자의 현지
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우수 수강생 국내 초청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1~2020년 아시아와 유럽 9개국 17개 대학 2,01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91개 강의 개설 및 운영
SNUAC.ES@gmail.com
02-88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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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3월
춘계
단기강좌
공고 및
수강신청

4월

5월

춘계
단기강좌

6월
하계
워크숍
공고 및
수강신청

7월

8월

하계 워크숍

9월
추계
단기강좌
공고 및
수강신청

10월

11월

추계 단기강좌

12월
동계
워크숍
공고 및
수강신청

1월

2월

동계 워크숍

＊ 사회과학 자료의 재이용 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자료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
로 방법론 교육을 시행
＊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의 통계분석방법, 사회조사방법, 질적연구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 강좌를 동·하계 워
크숍과 춘·추계 단기강좌의 형태로 실시
＊ 모든 수업은 자료분석 및 연구 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이론 강의와 실습 세션을 병행하여 진행
＊ 2015년부터 연 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1,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온라인 강의 방식을 새로이 도입
kossda@snu.ac.kr
02-880-2075
http://kossda.method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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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자로서, 아시아연구소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나요?
현재 국제교류부에서는 방문학자 프로그램과 방문학자 펠로우십을 통해 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자와의 상호 교
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KCI 등재 학술지 <아시아리뷰>와 아시아지역리뷰 웹진 <다양성+Asia> 투고 및
아시아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ICAS 아시아연구 우수학술 도서상(한국어) 지원 등을 통해 성과물 공유의 다
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대 아시아지역연구기관협의회를 통해 개인 연구자뿐 아니라 서울대 내의 아
시아 관련 연구 기관과도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이 2015년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면서 아시아 연구 분야의 데이터를 전문적
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KOSSDA에서는 연구기관들과 개인 연구자들이 산출하는 조사자료, 통계자료, 면접
및 구술자료, 기록문서, 관찰기록 등의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지역정보센터에서는 World
Bank, IMF, UN 등의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와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저개발국 공
무원들이 작성한 국가별 컨트리리포트를 통하여 현지 시각의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학부생은 아시아연구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인재개발부에서는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시아 연구에 관심 있는 학부
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관심 분야와 관련된 연구와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4. 대학원생(석/박사과정)은 아시아연구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관련 연구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논문 작성 마지막 단계의 국내 박사과정생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 최신 우수
학위논문에 대해 상금 및 출판지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석·박사학위논문상이 대표적입니다. 서울대 대학원생의
경우, 현지조사지원사업을 통해 아시아 관련 학위논문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생
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도 교육프로그램인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학술행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라는 연구 프레임 하에 각종 세미나, 콜로키움, 특별강연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연구소의 학술행사는 기본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연구자, 학생, 일반인 모두
에게 열려있는 전체 공개 행사입니다(특별히 제한사항이 명시된 경우 제외). 개최 예정 학술행사 관련 정보는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홍보 채널(홈페이지/페이스북 페이지/트위터/유튜브 채널/주간 뉴스레터 <SNUAC
WEEKLY>)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술행사 개최 이후에는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학술행사
의 사진, 리뷰,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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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거나
연구협력 및 교류를 원하는 기관

국제교류부

아시아연구소에 방문하여 연구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방문학자 펠로우십

하는 연구자

연구 성과물 공유를 희망하는 연구자

snuac_exch@snu.ac.kr

snuac_exch@snu.ac.kr

KCI 등재 학술지 <아시아리뷰>
http://asiareview.snu.ac.kr/
snuacjournal@snu.ac.kr
아시아지역리뷰 웹진 <다양성+Asia>
http://diverseasia.snu.ac.kr/
ICAS 아시아연구 우수학술 도서상(한국어)
https://snuac.snu.ac.kr/2021ibp/
snuac_exch@snu.ac.kr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석·박사학위논문상/
현지조사지원사업
hr.snuac@gmail.com

아시아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학술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학생/일반인

아시아연구소 홍보채널

hr.snuac@gmail.com

https://snuac.snu.ac.kr/
https://www.facebook.com/snuac
https://twitter.com/SNU_AsiaCenter
https://www.youtube.com/user/snuacmedia/

연구방법론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https://kossda.methods.snu.ac.kr/
kossda@snu.ac.kr

아시아 연구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연구자/학생/일반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https://kossda.snu.ac.kr/
아시아지역정보센터
https://sites.google.com/view/snua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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