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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규정  

              

 

 

ICAS 우수 학술도서상은 아시아학자세계총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ICAS)가 

2004년부터 제정, 시상하기 시작했습니다. ICAS 우수 학술도서상은 아시아관련 학술출판에 

세계가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관련 학술서적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ICAS 우수 학술도서상은 영어로 쓰여진 책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7년부터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두 영역에서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로 쓰인 아시아관련 우수 학술도서에 대해서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학술도서를 추가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소개 

 

 ICAS 한국어 우수학술도서상 심사 및 선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관,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이상적으로는 ICAS의 정신에 따라, 

아시아, 유럽,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대표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심사위원회 운영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합의된 일련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번복될 수 없습니다.  

 2019년 ICAS 우수 학술도서상의 시상식은 2019년 7월 16일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열리는 

ICAS 11 개막식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수상 최종후보자들은 ICAS 11 시상식에 참가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예비후보 및 최종후보 도서들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의 뉴스레터, 그리고 다양한 

아시아연구 관련 포털 및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널리 공개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 사무국 snuac_exc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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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심사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아시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네 

명의 심사위원과 총무가 구성원이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초기에는 인문학심사위원회와 

사회과학심사위원회로 영역을 나누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상 및 포상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은 (1) 인문학 최우수 학술도서와 (2) 사회과학 최우수 학술도서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최우수 학술도서 수상자에게는 € 2500의 포상이 주어집니다. 공동필자 

도서일 경우, 포상은 공동필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것입니다.   

 

도서 제출 

 

 2019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아시아 관련 도서 중 

2016 년 11 월부터 2018 년 10 월 사이에 한국어로 출간된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천도서들은 저자가 아닌 출판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책을 보내기 전에 먼저 ICAS 우수 학술도서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추천도서의 세부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 도서 

세부사항 등록이 확인된 이후, 각 출판사에 하드카피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메일로 

연락드릴 것입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주소: https://icas.asia/ko/node/add/ibp-2019-submission 

 출판사는 추천도서 별로 총 6 권의 책을 2018 년 11 월 15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 권의 책은 각 1 권씩, 4 명의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회 총무, 그리고 ICAS 사무국 

총무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출된 서적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고서(reference work), 선집(anthology), 소설, 시, 여행서적, 자서전, 회고록, 

소논문(pamphlet), 교과서, 전시회 카탈로그는 추천도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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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306호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 사무국   

snuac_exc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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