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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 연구소 소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 Asia Center)는 2009년 9월에“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

초한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의 공생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비전을 갖고 출범함. 

-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연구센터와 전문주제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지역과 주제를 결합

한 세계적인 아시아 연구허브가 되고자 함.

2. 아시아기초연구 지원사업 소개

- 아시아연구 전성시대를 견인할 연구, 국제교류, 인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춤. 

- 2017년도 지원사업에는 아시아연구저술지원사업,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 SNUAC 박사학

위논문상을 포함함. 

II.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사학위논문상 (SNUAC Dissertation Award) 사업 개요 

1. 지원목적 

- 아시아연구소는 2014년부터 아시아 관련 지역 및 통합주제에 관한 우수 박사학위 논문

을 선정하여 신진연구자의 아시아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지원 자격 및 내용

(1) 지원 자격 

- 국내연구기관에서 아시아 관련 지역과 통합 주제를 대상으로 작성한 박사논문 

- 2016년 1월 이후 박사학위 수여자.

(2) 지원 내용: 

- 최대 3편 선정

- 우수논문상 1편당 500만원 시상

-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할 경우 출판지원 

 

3. 신청 및 심사

(1) 신청 기간: 2017년 6월 9일 ~ 2017년 8월 15일 

(2) 심사 기간: 2017년 8월 16 ~ 2017년 9월 20일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회가 총 2단계 (1단계 적합성 심사/ 2단계 전문가 심사)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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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자 발표 : 2017년 9월 말 예정 

(4) 논문상시상식 : 2017년 10월 중순 이후 예정

                 

4.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논문 요지문 (A4 5쪽 이내) 1부

- 박사학위 논문 1부 및 PDF 파일

(2) 신청서 제출방식 및 제출처

- 제출방식: 신청서 원본 1부(우편 제출) 및 파일(e-mail 제출)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

술연구부로 제출함. (파일과 원본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접수 인정)

- 제출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306호

(3) 문의: 최희진 조교, 전화: 02-880-2693, e-mail: snuac_research@snu.ac.kr

5. 붙임 서식

- 2017년도 SNUAC 박사학위논문상 지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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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접수번호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사학위논문상

박사학위
논문 명

(국문) 
(영문) 

신청자

소  속: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본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박사학위 논문상에 지원하고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1. 지원서 1부
 2. 논문요지문 (A4 5쪽 이내) 1부
 3. 박사학위논문 1부 및 PDF 파일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귀하

＜서식 1＞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학위논문상 지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