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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의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입니다.  

 

2021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의 총무는 김종철이며 간사는 이나현입니다. ICAS 

우수 학술도서상은 아시아학자세계총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사무국에서 관장하며, 9 개 언어의 ICAS 우수 학술도서상 전체의 총무는 ICAS 사무국장인 

Paul van der Velde 입니다.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심사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합의된 일련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번복될 수 없습니다. 

 

1. 2021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심사 도서는 2020 년 3 월 16 일부터  

2021 년 2 월 1 일까지 IBP 웹사이트(www.icas.asia)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심사 도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의 아시아 관련 학술도서입니다.  

3. 심사 도서는 한국어로 출판되어야 합니다.  

4. 심사 도서는 2018 년 11 월부터 2020 년 12 월 사이에 초판 출간된 도서이어야 

합니다.  

5. 번역서, 개정판, 참고서(reference work), 선집(anthology), 소설, 시, 여행서적, 

자서전, 회고록, 소논문(pamphlet), 교과서 및 전시회 카탈로그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6. 심사 도서들은 저자가 아닌 출판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7. 온라인을 통해 심사 도서 정보가 입력된 이후,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사무국은 

출판사에 심사를 위한 하드카피 도서(총 6 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메일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제출된 도서들은 심사도서로 적합하지 않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1 ICAS 우수 학술도서상 시상식은 2021 년 8 월 24 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ICAS 

12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수 학술도서상 후보자들은 시상식에 참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http://www.icas.asia/


ICAS 우수 학술도서상 후보 도서들(shortlist)은 2021 년 4 월경에 발표될 예정이고, 저자, 

출판사 및 다양한 아시아연구 관련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은 “아시아연구 최우수 도서” 1 권을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 도서 수상자에게는 € 2,500 의 포상이 주어집니다. 포상금은 상금(€1250)과 

시상식에의 참가 여비(€1250)로 구성됩니다. 최우수 도서가 공동 필자 도서일 경우 

포상금은 공동 필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것입니다.  

 

 

 

연락처: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 동 306 호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사무국   

snuac_exch@snu.ac.kr 

http://snuac.snu.ac.kr/2021ibp 

+82-2-880-2096 

 

이나현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간사) 

김종철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총무)  

Paul van der Velde (ICAS 우수 학술도서상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