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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이란 대도시 쉬라즈(Shiraz)의 바킬 시장(vakil bazaar) 내 민속의상을 
파는 가게의 모습. 이란에는 다양한 종족 집단이 분포되어 있어, 종족
마다의 언어와 전통 의상을 가지고 있다.

글, 사진

구기연 HK연구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의했고, 아시아연구소 서
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과 HK+메가아시아사업단에서 연구교수로 재
직 중이다. 이란의 젊은 세대와 국가와의 관계, 무슬림 여성, 뉴미디어
와 대중문화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슬람포비아현상과 난민 문제에 관심
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
들기>,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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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변화를 경험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그동안 당

연하게 여겨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고, 위기에 공동대응하는 장면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2월 

18일 '코로나19 사회적 충격과 전망'이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학술행사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 대안들을 제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학술네트워크, 그리고 구성원들의 높은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설립 이후 정부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참여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지

역연구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0년 연인원 117명의 연구 및 지원인력과 약 90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확보하여 명실상

부한 세계적 연구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17개에 달하는 참여학과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어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융복합 연구를 통해 아시아지역 연구의 세계적 허브가 되겠다는 설립목적을 충실

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020년 아시아연구소가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

이터텔링'이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사업(HK+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연구소 내에 HK

교수와 HK연구교수를 둘 수 있게 되면서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연구성과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창립 후 지난 10년이 아시아연구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어

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각 지역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각 국가와 사람들의 대응을 모으는 허브 

역할을 자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1) 지역인문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문가 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

행하며, 2)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아시아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확산하는 지역 

정보의 허브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대응을 위

한 지역전략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전략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학내외에서 아시아연구소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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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아시아 지역의 지식과 정보, 각 국가와 사람들의  
대응을 모으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현안에 대해 협력하여 연구하고, 범아시아적인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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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충격, '뉴노멀'로의 전환과 국제협력 모색

아시아연구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복합적 충격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불안과 공포를 넘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뉴노멀(new nor-

mal)'로의 전환을 탐색하고,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왔다. 2월 18일, 코로나19의 사회적 충격과 전망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총 7개 분야 39건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학술적·정책적 의제를 주도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연구재단, 서울연구원 등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프로젝트의 활성화, 코로나19 관련 북콘서트 개최 등 관련 

연구의 심화와 사회적 확산에도 기여해왔다.

아시아연구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장기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련 연구를 지속·확대하고 국내·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속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방역을 넘어 일상과 문명의 전환까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낡은 정상(old normal)'

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으로의 진전을 위한 전환과 협력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도

시의 경험을 비교하여 과학적인 이해를 돕는 동시에,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공동의 글로벌 협력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가·도시의 제도와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대, 글로벌 협력과 지식·경험의 공유, 백신 외교 및 국제질서의 변동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아시아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 및 세계적 변화의 동학과 전환의 의미를 조망하고, 한국과 서울대의 역할을 적

극 모색 중이다.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발족

아시아연구소는 2020년 5월부터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링(Asias and Mega-Asia: Identities, Dynamics, Da-

ta-telling)'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메가아시아'는 서구에 의해 타

자화되는 대상이 아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아시아에 대한 연구 개념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

을 정립하고자 한다. 

HK+사업단에서는 '담론으로 구성된 아시아', '현실에서 작동하는 아시아',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라는 3가지 세부 아젠다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간의 연결의 동인과 역동성을 비교지역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시아의 정체성을 통시적, 공시적, 다중스케일 차원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

다. 또한 메가아시아연구 클러스터, 아시아 비교지역연구 클러스터, 데이터 스토리텔링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연구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HK+

메가아시아연구총서> 시리즈 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서 시리즈에는 '메가아시아'라는 개념 규정을 통해 아시아를 바라보는 기존 인식과 

접근을 탈피하여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의 정립을 추구하는 단행본 3권,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비교지역연구의 틀을 탐색하고, 인

문학적인 통찰과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지역 지식의 창출과 연구방법론을 선도하는 단행본 3권, '빅데이터, 머신러닝, 시각

화' 등의 데이터 사이언스와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인문학적 통찰을 결합하여 메가아시아의 형성과 역동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비교지역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단행본 3권과 새로운 지역연구 패러다임의 제시를 위한 <비교지역연구입문>이 포함된다.

지역주의를 넘어 '메가아시아'를 본격적으로 추동하는 트렌드의 흐름을 추적하고, 아시아적 관점으로 아시아의 여러 정체성과 다양한 지역 구

획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아시아에 대한 보다 통찰력 있는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아시아연구소의 2020년



 52020 연차보고서

AsIA지역인문학센터 개소

2020년 5월 아시아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에 선정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인문자산을 국내에 널리 알

리고 국내 인문자산을 발굴하여 국외로 발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내외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하는 AsIA지역인

문학센터(AsIA Humanities Dissemination Center)를 개소하였다. AsIA는 '아시아 속의 아시아들(Asias In the Asia)'의 약어로서, 아시아를 

이루는 각 지역 아시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서 출발하여 메가아시아로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지역인문학센터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 지역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2030 청년층 대상의 시민 역량강화 인문교육 <AsIA지역전문가과정>, 아시

아 지역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중학생 대상의 청소년 인문소양교육 <진로탐색 나침반인문학교>,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립

중앙박물관과 공동 개최하는 <AsIA인문자산강좌>, 아시아 문명지식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공동 개최하는 

<AsIA문명지식학교>가 있다. 이외에도 매년 가을에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아세안문화원 등 국내 유수의 아시아 문화기관과 협력하

여 <덩실덩실 AsIA문화축제>를 열어 국내외 시민들과 어울리는 장을 마련한다.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에는 AsIA지역인문학센터

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영상이 업로드되어 온라인 인문학 교육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AsIA지역인문학센터는 HK+사업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축적된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층위

의 아시아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센터로 자리 잡고 아시아연구소가 자생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하나가 되고자 한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이란 쉬라즈(Shiraz)의 바킬 모스크(Vakil Mosque) 내 기도실(Shabestan).  

바킬 시장의 서쪽에 위치한 바킬 모스크는 1751년과 1773년에 걸쳐 지어졌다. 샤베스탄이라 불리는 기도실에는 나선형으로 조각된 48개의 기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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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링" 아젠다를 내세우며, 과거의 역사적 원형과 유산을 추적하고, 현재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실천·담론을 검토함으로써 '메가아시아'의 존재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개념을 규정함

＊ 연구총서 발간을 위한 세미나(16회)와 워크숍(10회), 1차년도 세부주제 '담론으로 구성된 아시아'를 위한 연구 및 세미나(4회) 개최

＊ 교양총서 3권 출간: <메가아시아시대, 청년을 말하다>, <아시아의 이주와 모빌리티들>, <아시아의 정치: 정치체제와 지역성>

＊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을 주제로 발족기념 심포지엄 개최

연구성과 목록 

이미숙(2020) 일본 고대문학과 개인의 발견: ‘나’(我)의 탐구에서 '타인'(人)에 대한 이해로. 민족문화연구 89

사람들

단장: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김병준(동양사학과), 이정훈(중어중문학과), 채수홍(인류학과), 권오영(국사학과), 주경철(서양사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이재열(사회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HK연구교수: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이미숙(아시아연구소),  

    이민용(아시아연구소), 이주현(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천진(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행정직원: 손재현(아시아연구소), 이나현(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리향(사회학과), 김민주(국사학과), 김태현(사회학과), 박정민(동양사학과), 박준영(국사학과), 박지현(국사학과),   

  안미혜(동양사학과), 양하영(환경대학원), 이세희(인류학과), 이수빈(정치외교학과), 장효진(지리학과),    

  조미래(고고미술사학과), 최영은(국사학과)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 2020년 5월 AsIA(Asias In the Asia)지역인문학센터 개소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프로그램 공동주최

＊ 2030 대상 '2020 제1기 AsIA지역전문가과정' 등 4개 교육 프로그램 및 1개 문화축제 운영  

＊ AsIA지역인문학센터 Youtube·facebook·twitter 개설 및 전 강좌 Youtube 업로드

＊ 아시아 문명 지식의 창구 역할 및 온-오프라인 인문교육 플랫폼 구축

사람들

센터장: 박수진(지리학과)

AsIA지역인문학교 교장: 권오영(국사학과)

HK연구교수: 이미숙(아시아연구소)

행정직원: 손재현(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박정민(동양사학과), 양하영(환경대학원), 최영은(국사학과)

AsIA지역인문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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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영향과 충격, 전환에 대한 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 동아시아의 국경과 분경에 관한 연구

＊ 북중 및 남북 접경관광 및 북한관광 연구

＊ 미중 갈등과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 연구

＊ 주한미군 기지촌 한국여성들의 과거와 현재 연구

＊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협력 및 확산방안 연구

연구성과 목록 

김영광·정근식(2020) 영농중심형 재건촌의 형성과 생태마을로의 전환: 철원 양지리 연구. 사회와역사 125

강인화(2020) 1960-70년대 접경지역 전략촌의 형성과 냉전경관: 강원도 철원지역 '재건촌'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25

윤종석(2020) 개혁개방기 중국 광둥지역의 개발과 사회 거버넌스: 동북지역과의 비교·참조적 함의. 만주연구 29

정근식·공민우(2020) 통일촌 유곡리의 조성과정과 공동체적 협력의 난점들. 지방사와 지방문화 23(1)

윤종석(2020) 중국 개혁개방 이후 농민공 개념의 형성과 변용. 중국지식네트워크 15(15)

정근식·이원규(2020) 전략촌 대마리의 형성과 향군촌 정체성의 변화: 평화함축적 상징의 수용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12(1)

정근식(2020)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 경제와사회 126

정근식 외(2020) 재건촌 생창리의 형성과 마을 정체성의 변화: 생태마을과 김화 노스탤지어 사이에서. 사회과학연구 59(1)

윤종석(2020) 중국 신형도시화의 전환적 함의: '사람의 도시화'와 모빌리티 패러다임. 중국사회과학논총 2(1)

Jung, K. S.(2020)
Survival Strategies of a Korean War Prisoner Who Chose Neutral Nations: A Study Based on Im 

Kwan-taik's Oral History and Documents,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7(3)

공성식 외(2020)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돌베개

윤종석 외(2020) <민간중국: 21세기 중국인의 조각보>. 책과함께

사람들

센터장: 정근식(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강인화(숙명여대), 김재형(방송통신대), 서정경(서강대), 이내연(아시아연구소), 홍순직(중앙대)

전임연구원: 윤종석(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최다미(사회학과)

동북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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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이슬람 금융연구: 한국연구재단 2018년 선정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이슬람 금융은 대안적 금융인가? 동남아 이슬람 금융의 원

리와 실천> 수행 완료

＊ 신흥지역 연구: 아세안 신흥국의 역동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과 한국 기업의 신흥국 진출 활동 탐구

＊ 동남아 인식강화 프로젝트: 동남아 열린 강연과 동남아연구 소모임 

＊ 학술활동: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 기념 전문가정책 간담회, 한국동남아학회 공동학술제, 동남아 이슬람 금융 학술회의, VIP(베트남, 인도네

시아, 필리핀) 로컬이슈페이퍼와 로컬인사이트 출간

연구성과 목록 

최경희(2020) 민주주의 질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6(1)

강영훈 외(2020) 베트남 여성 유학생의 한류 문화 수용과 이상적 미 내면화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2(4)

김경민·박준영(2020)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과 커뮤니티 양상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30(3)

오명석(2020) 동남아의 증여와 호혜성. 동남아시아연구 30(4)

사람들

센터장: 오명석(서울대 명예교수), 채수홍(인류학과)

전임연구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계은진(인류학과), 김연두(종교학과)

동남아시아센터

＊ 중앙유라시아 연구총서 발간을 위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국민국가형성과 국경의 동학, 비교지역의 관점에서 본 지정학적 중간국   

＊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핵심 이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아르메니아-조지아 전쟁, 러시아와 사이버안보 등 

＊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콜로키움 및 세미나 진행: 중앙아시아, 신강 카자흐 유목민의 일상생활 등 

＊ 학문후속세대 양성: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연구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 이동과 흐름 연구: 중앙아 국가 간, 중앙아-타지역 간 사람, 물자, 자본, 문화의 이동과 흐름에 대해 고찰

연구성과 목록 

조영관(2020) 북·중·러 초국경 교통물류 협력의 특징과 성과: 러시아의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연구 11(1)

신범식·고가영 외(2020)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이조

사람들

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고가영(한국외대),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민서(정치외교학부), 이수빈(정치외교학부), 정민기(정치외교학부), 조대현(정치외교학부)

중앙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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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9년에 이어 이란 녹색운동,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연합 대 이란 연합의 대결구도로 가는 서아시아의 정치 현황에 대해 분석

＊ 2020년 초 발생한 이란과 미국의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시아 초승달 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의 지정학적 정세 파악

＊ 서아시아센터 웹사이트 개설,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서아시아 지역 문화 행사 개최, 서아시아 지역 신진학자 연구모임(KYMR) 지원, 대학생 

동아리 엘 네피제(El-Naafidha) 지원, 서아시아센터 국내현지조사 수행

연구성과 목록 

구기연(2020)
'테헤란젤레시 음악'에서 '케이팝(K-POP)'까지: 이란 밀레니얼 세대의 하위문화로서의 대중음악. 한국중동

학회논총 41(2)

구기연(2020) 이란 히잡 관행의 역사적 의미 변화와 수행성 연구. 중동문제연구 19(3)

Koo, G. Y.(2020)
Riding the Korean Wave in Iran: Cyberfeminism and Pop Culture among Young Iranian Women.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16(2)

백승훈·이창주(2020) 중동의 지경학적 전환과 일대일로: 중동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 분석. 지중해지역연구 22(2)

이경수(2020) 레바논 반정부시위의 배경과 특성: 2015년~2020년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19(3)

이수정(2020) 유럽 내 이주 무슬림의 사회 영향과 한국 사례 비교. 다문화콘텐츠연구 34

사람들

전임연구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공동연구원: 백승훈(한국외대), 이경수(한국외대), 이수정(한국외대)

연구보조원: 김지은(아시아언어문명학부), 황혜림(인류학과)

서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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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팹랩, 스마트시티와 한류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 개최

사람들

센터장: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윤호(강남대), 박양호(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용재(종교학과), 박효진(종교학과), 반주리(영어영문학과), 조백경(아시아언어문명학부)

남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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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SDA 2.0으로 업그레이드 및 아시아연구소 3.0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

＊ 주요 조사자료 100건, 10,000여 조사자료변수 및 2,000여 자료이용문헌 등 DB 구축,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KOSSDA 데이터 

페어, 방법론 교육 워크숍 및 논문경진대회 등 다양한 교육 사업 수행

＊ '기초학문자료센터 사회과학분야 DB 구축 연구', '아시아 7개국 Social Well-Being 국제비교조사 데이터 통합 연구' 등 아카이빙 관

련 연구 수행

＊ 통계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스토리텔링하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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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속 추진

연구성과 목록 

이재열 외(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람들

원장: 이재열(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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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인류학과), 임동균(사회학과)

전임연구원: 구혜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문희(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원: 고지영(방법론교육), 김혜진(질적자료), 반미희(방법론교육), 이상운(아카이빙총괄),  한아름(자료이용문헌), 허혜옥(양적자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베트남 대상 개별 학제 전문연구와 학제적 연구

＊ 베트남 관련 학계 · 실업계의 산학 교류와 협력 촉진

＊ 교내 베트남 관련 전임교원 협의체인 베트남포럼과 협력

＊ 베트남 국내 주요 현안에 관한 공개 학술교류행사

사람들

센터장: 김재영(경제학부)

공동연구원: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육수현(사회과학연구원), 이현태(인천대), Do Thanh Thao Mien(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윤종석(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허정원(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명재석(정치외교학부), 윤선민(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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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전환을 위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전략에 기반한 연구자-활동가-정책입안자 협력 '도시 정책·지식 공유 네트워크' 활동 지속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각국 도시 정책 및 학술연구를 수집해 알리는 '포스트 코로나19 도시사회 허브' 구축

＊ 온라인 기반 학술행사 진행(학술대회 1회, 비판적 도시 읽기 세미나 8회, 공유도시 포럼 5회, 콜로키움 5회 등)

연구성과 목록 

강수영·백일순·이승욱(2020)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역사적 변화: 사회경제적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2)

류제원·조용혁·지상현(2020) 아래로부터의 지정학: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의 원폭피해자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5(2)

백일순·정현주·홍승표(2020)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으로 본 개성공단: 새로운 모빌리티스 시스템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통근버

스가 만들어 낸 사회-공간. 대한지리학회지 55(5)

Doucette, J.(2020)
Political will and human geography: Non-representational, post-political, and Grams-

cian geograph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4(2)

Sonn, J. W. & Lee, J. K.(2020)

The smart city as time-space cartographer in COVID-19 control: the South Korean 

strategy and democratic control of surveillance technology.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61(4-5)

Park, I. K., Shin, J. & Kim, J. E.(2020)
Urban Commons as a Haven for the Excluded: An Experience of Creating a Commons in 

Seoul,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14(1)

Sonn, J. W. & Hsu, L. F.(2020)
Geopolitics and economic geography: A commentary on Andy Pike's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Hwang, J. T.(2020)
The future is how: Urbanising the Korean peninsula for imagining post-fossil cities in 

east Asia. The Geographical Journal

Lee, S. O.(2020)
China meets Jeju Island: provincializing geopolitical economy in East Asia.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Shin, H.(2020)
<The Cultural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in South Korea: Art, Memory and Urban 

Boosterism in Gwangju>. Routledge

사람들

센터장: 박배균(지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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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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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주(환경대학원), 지상현(경희대),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Jamie Doucette (Univ. of Man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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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태(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고민경(건국대), 박지훈(중앙대)

연구원: 강수영(성과관리), 김준수(교육교류), 박지혁(홍보기획), 송은영(예산관리), 최희진(홍보기획)

연구보조원: 김율희(지리학과), 박채연(지리학과), 최기훈(지리교육과), 최하니(환경대학원), 홍다솜(지리학과), 홍예륜(지리학과),  

  황수연(환경대학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14 2020 연차보고서

＊ 숲과나눔재단 제2차 환경학술포럼 '아시아와 환경' 특별세션 조직 및 운영

＊ 코로나19 세계 대도시비교연구 참여

＊ The Future Earth 2020 Virtual Summit 참여

＊ 서울대 코로나19 국가보고서 온라인 심포지엄 참여

＊ 캄보디아 EBC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제 참여

연구성과 목록 

양현영 외(2020) 미국 네브라스카의 관개된 옥수수 농업생태계의 복사, 에너지 및 엔트로피의 교환. 한국농림기상학회지 22(1)

김준(2021) 복잡계로 본 코로나19 대응의 三重苦와 세계 전망. 유니노믹 리뷰 3(3)

Talucder, M. S. A. (2021)
한국 김제의 벼 경작 시스템의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기반의 평가. 서울대 농업

생명과학대학 박사학위논문

사람들

디렉터: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공동연구원: 윤순창(서울대 명예교수),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연구보조원: 양현영(농림기상학협동과정), 차지현(지리학과)

미래지구 프로그램

＊ 동아시아의 국가 개발협력 정책 비교연구,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및 운영, ODA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인도네시아 롬복 기

술직업교육훈련(TVET) 타당성 조사 수행

＊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학술연구를 소개하고자 국제개발협력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협력과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정책적-방법론적 탐색' 세미나 개최

＊ '국제개발협력과 ICT4D: 과학기술정보통신 ODA 가능성'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역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센터 신규 홈페이지 구축 

＊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 청년 역량개발프로그램 ODA 영프로페셔널(YP) 사업 수행

연구성과 목록 

권혁주 외(2020)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모색: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국제개발협력연구 12(1)

김성규·이윤하(2020)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개발협력 투명성 논의: OECD DAC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2(4)

권혁주(2020)
Policy Op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VID Pandemic: A Global Per-

spective. 국제개발협력연구 12(3)

사람들

디렉터: 권혁주(행정대학원)

공동연구원: 송지연(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 김성규(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정민정(아시아연구소), 홍예림(아시아연구소), 김현지(아시아연구소), 정효림(아시아연구소), 최윤빈(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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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권리로서의 아동의 삶의 질: 지역과 장애의 격차를 넘어'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 아시아 학자들 연구네트워크(Poverty and Inequality in East Asia Study Network, PIAS)에 참여, 2020 RC(Research Committee) 

19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Globalization in Retreat? Welfare States and Regional 

Turbulence"에서 발표

＊ 한국 장애 아동의 삶의 질 조사, 공동 연구

＊ Edward Elgar Publishing과 <Poverty and Inequality in East Asia: Work, Family and Policy> 출판 계약

연구성과 목록 

Han, Y. S., Kanh, H. R., Choe, J. W. 

& Kim, H. I.(2021)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profiles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sense of school belong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2

사람들

디렉터: 구인회(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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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조원: 오수미(사회복지학과)

삶의 질 프로그램

＊ 시민사회의 환경, 인권, 그리고 사회적경제 세 영역의 연구를 통한 단행본 출간

＊ 한국 사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미친 영향 연구: 시민사회 운동의 프레임 갈등과 경쟁 과정 중심으로 연구 수행

＊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과정 연구 

＊ 국내학술회의: 한국사회학의 계보,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의 한국 사회 적용,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만드는 솔루션(베이비박스 대표)

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할 탐색

연구성과 목록 

Lim, H. C. & Kong, S. K.(2020)
Civic Engagement in the Energy Transition since Fukushima and its Impact on Renewable 

Energy Policy Competition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51

임현진·장진호(2020) 21세기 문명위기와 세계체제론: 이매뉴얼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비교역사적 전망. 아시아리뷰 10(2)

공석기·임현진(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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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원준(사회복지학과), 백아롱(교육학과)

시민사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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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아시아 세계'에 존재했던 다양한 교류 네트워크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통시적 전개 과정을 학제 간,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연구

＊ '아시아의 고대 교류' 관련 고고·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3,000건)

＊ 환동해지역 교류사 연구(내부 세미나 3회,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5회) 

＊ 고대 아시아 세계 속 질병의 교류 연구: SNUAC 다양성+ Asia 9호(COVID-19 특집) 원고 게재

＊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ancient East Asia with focu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OVID-19 pandemic in the two Korean states" 웨비나 발표(호주 Univ. of Queensland, Korean Studies Centre 공동주최)

연구성과 목록 

고일홍(2020)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북한 학술지 목록화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인문논총 77(4)

사람들

디렉터: 권오영(국사학과)

공동연구원: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고은별(고고미술사학과)

전임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김민주(국사학과), 조미래(고고미술사학과), 최영은(국사학과), 한지선(국사학과)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 국내학술행사(세미나) '세계체제,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이매뉴얼 월러스틴을 기리며' 공동주관

＊ SNUAC, SNU-Youngone Series in Asian Studies의 지원으로 <COVID-19 위기와 제도> 저술 프로젝트 진행 

＊ 코로나19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정책적 대응과 결과 비교 연구 수행

사람들

디렉터: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익기(Renmin Univ. of China), 양종회(성균관대), 이왕휘(아주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장진호(광주과학기술원),  

  황석만(창원대)

전임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신주영(정치외교학부)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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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웹사이트 구축, ARIC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게시하고,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질적 및 양적 자료 제공

＊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World Bank, UNSDG,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수집, 전처리하여 메타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서비스 개설 실시

＊ 세계보건기구, 존스홉킨스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되는 코로나19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를 결합

한 코로나19 데이터 제공

＊ 질문주도근거기반 대시보드를 제작하여 코로나19 국내현황, 아시아의 인구, 정치, 경제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공하

고 있으며, 컨트리리포트 프로토타입(대한민국) 제작 후 웹사이트에 게시 

＊ 서울대 코로나19 국가보고서 경진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총 11개국 15개 팀이 국가보고서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본국의 코로나19 확산

과 대응 및 현장의 경험 공유

연구성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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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Impact of Comprehensive Tests of the COVID-19 in South Korea: B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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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문우종(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허정원(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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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빈(행정대학원), 이경연(아시아연구소), 홍민준(행정대학원)

아시아지역정보센터

＊ 미·중관계를 주제로 3차례의 월례 세미나 개최

＊ 한미 전문가회의(Korea-U.S. Dialogue on U.S.-China Relations) 3회 개최(2020년 6월, 7월, 9월)

＊ '제9차 한·일 중국정세 대화' 개최(2020년 11월)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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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박나영(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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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시사회센터, 경의선공유지시민행

동, 문화연대, 문화/과학,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

<워크숍> 경의선공유지 <다시시작> 포럼 1

이계수(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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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시사회센터, 경의선공유지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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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집

<워크숍> 경의선공유지 <다시시작> 포럼 2

김지선(홍익대)

안수정(서울시립대)

4/28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인도 리빙랩의 발전 모색: 사
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혁신 솔루션

김윤호(전 우송대)

이명무(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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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코로나연구네트워크, KOICA

<국내학술회의> SNUCRN 3차 회의 코
로나19, 집단감염과 아시아·아프리카
의 대응

고길곤(행정대학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권현지(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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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Dong(CU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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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서울대 VIP신흥지역연구사

업단

<국내학술회의>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
기념 전문가정책간담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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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이집
트 상류층 기독교인들의 '일상의 종파주
의' 경험 분석

하현정(Univ. of Notre 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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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서울대 VIP신흥지역연구사

업단

<국내학술회의> '사람중심' 신남방정책
의 새로운 도약: Covid19 시대 보건, 이
주 그리고 교육협력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희숙(전북대)

박수진(아시아연구소)

백용훈(서강대)

서보경(연세대)

엄은희(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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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아시아연구소)

홍문숙(아시아언어문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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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코로나연구네트워크, KOICA

<국내학술회의> SNUCRN 4차 회의 코
로나19, 글로벌 영향과 대안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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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Nuclear Belt and Road: China’s 
Nuclear Exports and Its Implications 
for World Politics

김라미(Univ. of Hong Kong)

6/5 

아시아연구소, 필리핀국립대 한국학연구소

<세미나> The Post-Corona-19 
Economic Outlook in Asia-Pacific 
Region: Issues and Perspectives

표학길(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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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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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Do Thanh Thao Mien(이화여대)

6/12 

아시아연구소, 필리핀국립대 한국학연구소

<세미나> Middle Power Diplomacy in 
World Politics: A Case of Korea

설지인(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

6/16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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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의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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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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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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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인도 고등교육 시스템 개요: 
한국-인도 협력 방안 시사점을 중심으로

맹현철(I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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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해상왕국 류큐를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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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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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공해와 사업의 공존?: 델리
의 생태기업주의적 시민 의식의 고찰

Rohit Negi(Ambedkar Univ. Delhi)

7/30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대학을 통해서 본 중국사회
의 작동원리 연구: 시진핑 시대의 인재
관을 근간으로

이국봉(Shanghai Jiao Tong Univ.)

8/13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국공간환경학회

<세미나> 마르크스주의 시각으로 본 인
간과 자연의 관계

김민정(성공회대)

8/14-11/2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얼룩덜룩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정치경제학

박지훈(서강대)

8/18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의 대응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8/19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일상의 종파주의와 계층적 
배타성: 이집트의 기독교 사회 분석

하현정(Univ. of Duke Kunshan)

황의현(한국외대)

8/21-22 

동남아시아센터, 동아대 아세안연구소,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서울대 VIP신흥지역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
술대회

오명석(인류학과)

최경희(아시아연구소)

8/2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사랑, 지도, 헌신으로: 1950
년대 사회사업과 '마을(村)'-'홈(院)' 사이 
부랑자 시설

김현철(Toronto Univ.)

9/10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워크숍>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

고길곤(행정대학원)

9/1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제9회 KOSSDA 데이터페어: 
마이크로데이터로 변화 읽기

김근태(고려대)

김정호(아주대)

김진성(KB경영연구소)

변주수(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전애라(통계청)

조성래(한국통계진흥원)

9/1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국공간환경학회

<국내학술회의>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
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환경

김감영(경북대)

김부현(동국대)

김준수(KAIST)

박인권(환경대학원)

박준영(서울대)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신수임(서울대)

이승욱(KAIST)

이정섭(경상대)

이후빈(국토연구원)

정수열(상명대) 

정현주(환경대학원)

지상현(경희대) 

최기훈(서울대)

최명애(KAIST)

허정원(아시아연구소) 

황수연(서울대)

황진태(아시아연구소)

9/24  

시민사회 프로그램

<콜로키움> 한국사회학의 뿌리와 줄기
를 찾아서: 한국사회학의 계보학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유홍준(한국사회학회장)

이재경(숙명여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장경섭(사회학과)

정수복(사회학자)

정일준(고려대)

정준영(중앙대) 

9/2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국토연구원, 한국공

간환경학회

<세미나> 국토에 대한 권리 세미나

강현수(국토연구원)

김용창(지리학과)

박인권(환경대학원)

이상헌(한신대)

황진태(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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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학회

<국내학술회의> 세계체제, 동아시아, 그
리고 한국: 이매뉴얼 월러스틴을 기리며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구본우(중앙대)

김철규(고려대)

백승욱(중앙대)

이광근(동국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10/22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레바논의 권력안배주의
(Confessionalism)로 인한 국가위기와 
반정부 민중시위

이경수(한국외대)

10/23-11/13 

동남아시아센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신흥지역연구사업단

<특별강연> 동남아 온라인 열린 강연

최경희(아시아연구소)

10/2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Bridging the Climate Financing 
Gap: CIO(Climate Investor One) and 
Beyond

설지인(전 아프리카개발은행 어드바이저)

10/27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미·중 사이 호주, 싱가포르 및 
필리핀의 전략

정재호(정치외교학부)

10/28-3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펩랩, 솔방울커먼즈

<워크숍> 솔방울 위크: 송현동은 벌어진다

10/29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학회

<특별강연> 국제개발협력과 ICT4D: 과
학기술정보통신 ODA 가능성

권호(코닥)

김성규(아시아연구소)

남한길(EBS)

박경렬(KAIST)

유성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희진(연세대)

10/29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더불어 함께 Asia 문화 나눔주
간 북콘서트

김재형(방송대) 

박윤재(경희대) 

박해남(원광대) 

변혜진(건강과대안) 

유현미(서울대) 

조정은(경희대) 

조태구(경희대) 

최성민(경희대)

10/30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비교지역연구의 관점에서 본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전략: 동남아시
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의 지역별 경험

김용균(정치외교학부)

김찬완(한국외대)

김형종(연세대)

신재혁(고려대)

유달승(한국외대)

윤진표(성신여대)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최윤정(세종연구소) 

10/3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펩랩, 솔방울커먼즈

<콜로키움> 한국사회와 아파트: 단지 내 
집단적 실천의 이상과 현실

정헌목(한국학중앙연구원)

10/13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한국전쟁 사진 아카이브의 
구성과 출판

이규상(눈빛출판사)

10/14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미중갈등과 한국의 안보전략

김종문(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유엔군사

령부 군사정전위원회)

10/1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Remembering a Forgotten 
War and Preparing for a New Conflict? 
: The Third Indochina War (1979-
1989) and the South China Sea 
Conflict

Martin Grossheim(동양사학과)

10/16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환동해교류와 일본의 대응 

이찬우(Teikyo Univ.)

10/19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끝나지 않은 전쟁, 나고르노-
카라바흐

강윤희(국민대)

오종진(한국외대)

10/2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발전
하는 미얀마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KOICA 무상원조사업을 중심으로

배도찬(Univ. of Yangon)

9/25 

중앙아시아센터, 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 유라시아 지정학적 중간국의 
대외전략

강봉구(한국외대)

김규남(Univ. of Warsaw)

박정후(한국정치연구소)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윤민우(가천대)

이지은(한국외대)

정세진(한양대)

최경준(제주대)

황성우(한국외대)

10/6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16~17세기 동아시아 해역
의 항해, 무역, 분쟁 

채경수(동양사학과) 

10/8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인도 비즈니스 문화의 이해
와 비즈니스 리스크 완화방안

최동석(KOTRA)

10/8 

동북아시아센터, 광주트라우마센터

<국제학술회의> 2020 국가폭력과 트라
우마 국제학술회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치유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

김성례(서강대)

노용석(부경대)

명지원(광주트라우마센터)

정근식(사회학과)

Feng-Long Shih(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Hue-Yuan Hsueh(Nat'l Chengchi Univ.)

Lisa Henry(Int'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Yoshihisa Amae(The Chinese Univ.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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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AsIA지역인문

학센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

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토크 콘서트> 2020 덩실덩실 AsIA문
화축제 2: 아시아를 말하다

김헌(인문학연구원)

박장식(동아대)

유요한(종교학과)

이태주(한성대)

Alpago Şinasi(터키 출신 언론인)

11/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21세기 
중국의 사회주의 미술시장과 북한미술

조민주(Zhejiang Univ.)

11/3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중앙아시아의 국경 형성의 역
사적 기원

고가영(한국외대)

박철현(국민대)

최아영(아시아연구소)

11/4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WB-KRIHS 인도 스마트시
티 컨설팅사례와 그 시사점

이상건(국토연구원)

11/5 

동북아시아센터

<북토크> 저자와 함께 하는 "미중 카르텔"

박홍서(한국외대)

11/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Asia, "the West," and 
Postcolonial Visions of the Future

Siavash Saffari(아시아언어문명학부)

11/11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정체성 변혁과 새로운 냉전구도

이희수(한양대)

11/11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방법으로서의 중국-홍콩 체제

류영하(백석대)

11/12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러시아와 사이버안보

김규철(한국외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윤민우(가천대)

11/12 

아시아연구소, 인도네시아국립대 사회정치대

<세미나> Indonesia in Korea and 
Korea in Indonesia: Politic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Indonesia and 
Korea

서지원(창원대)

Adhitya Eduard Yeremia (Universitas 

Indonesia)

11/13 

시민사회 프로그램, ASPOS

<국제학술회의> 코로나19와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11/17 

동북아시아센터

<북토크> <Comfort Women> 저자 초청 
강연회

이정실(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11/17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비교아시아 지역연구와 새로
운 아시아학에 관하여

정호재(Singapore Nat'l Univ.)

11/1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조상
의 흔적: 동아시아 고인류

이상희(Univ. of California, Riverside)

11/17 

미래지구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숲과나눔재단 제2차 환
경학술포럼 '아시아와 환경' 특별세션

정지현(CooPy)

조부영(Camp Asia)

Narumon Paiboonsittikun(TOA)

N. Dayalan(HRDF)

11/19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실크로드 문화지도 DB구축 성과

정재훈(경상대)

11/21 

동북아시아센터, 전국역사교사모임

<국내학술회의> 전시성폭력과 공공역사 
심포지엄

강화정(부산교육정책연구소)

김육훈(서울공고)

문순창(운산고)

백재예(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이경훈(보라고)

이은진(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이재임(서울대)

장소정(중앙대)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11/24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Memories of Tomorrow: 
Islamic Past in the Visions of West 
Asian Future

Alena Kulinich(아시아문명학부)

11/2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17세
기 네덜란드와 아시아 국가간 관계

이윤영(전 주방글라데시, 주네덜란드 대사)

11/24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중앙아시아 민족 기원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정책 I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정재원(국민대)

11/25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Net Assessment를 통해 본 주
변 해상분쟁 시나리오

박창희(국방대)

이영학(국방연구소)

11/25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세계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
향과 국제협력 방향

김용학(전 경기도시공사)

11/26 

아시아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 사

회복지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20 한국 아동의 삶
의 질 심포지엄 - 권리로서의 아동의 삶
의 질: 지역과 장애의 격차를 넘어

김선숙(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안재진(가천대)

유조안(사회복지학과)

이봉주(사회복지학과)

11/26 

아시아연구소, 인도네시아국립대 사회정

치대

<세미나> Indonesia in Korea and 
Korea in Indonesia: Social and 
Cultural Connections between 
Indonesia and Korea

이지혁(사회과학연구원)

Endah Triastuti(Universitas Indonesia)

Nur Aisyah Kotarumalos (아시아연구소)



 232020 연차보고서

11/27-28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조선시대 학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집현'의 의미

강문식(규장각) 

강제훈(고려대) 

구만옥(경희대) 

권도희(중앙음악연구소)

김성규(국어국문학과) 

김성수(인문학연구원) 

김헌(인문학연구원) 

문중양(국사학과) 

박진호(국어국문학과) 

송혜진(숙명여대) 

신동원(전북대) 

안재원(인문학연구원) 

염정섭(한림대) 

오수창(국사학과) 

장진성(고고미술사학과) 

전용훈(한국학중앙연구소) 

한영우(서울대 명예교수) 

황선엽(국어국문학과) 

홍용진(고려대) 

11/27 

동북아시아센터, 전국역사교사모임

<국내학술회의> 전시성폭력과 공공역사 
포럼

김세진(작가)

심아정(독립연구활동가)

원지호(작가)

이지영(동국대)

전갑생(사회발전연구소)

전진성(부산교대)

최호근(고려대)

11/30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환동해 지역과 고대사 

송기호(국사학과) 

12/1-2 

동북아시아센터

<국제학술회의> War, Women’s 
Human Rights and Comfort Women: 
Repa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권혜경(UC Irvine)

박현선(연세대)

윤정민(Univ. of Chicago)

이정실(Maryland Ins't College of Art)

Ather Zia(Univ. of Chicago)

Grace J. Yoo(San Francisco State Univ.)

Magdalena Zolkos(Goethe Univ. 

Frankfurt)

Nedra Kline(Weinreich 

Communications)

12/3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신(新)자료를 이용한 고
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김병준(동양사학과)

12/3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솔루션: 품(puum.me)

김윤지(사단법인 비투비)

12/4-5 

동북아시아센터

<국제학술회의>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의 공공 기억과 확산: 식민주의를 넘어
서 미래세대를 향하여

김창록(경북대)

김부자(Tokyo Univ. of Foreign Studies)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신혜수(UN Committee on Economic)

양미강(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양현아(법학전문대)

이나영(중앙대)

정진성(사회학과)

Shiba Yoko(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Yang Chingja(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12/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코로나 위기를 이해하기 위
한 사회-공간변증법적 시선들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황진태(아시아연구소)

12/7-8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20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고길곤(행정대학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권혁주(행정대학원)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효섭(아시아연구소)

박배균(지리교육과)

박수진(지리학과)

유조안(사회복지학과)

이상운(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구소)

이지혁(사회과학연구원)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근식(사회학과)

최영은(서울대)

12/7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권오영(국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이미숙(아시아연구소) 

이민용(아시아연구소) 

이주현(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주경철(서양사학과) 

천진(아시아연구소) 

채수홍(인류학과)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12/8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한국에의 함의

김수한(인천연구원)

이민규(서울연구원)

12/10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아시아 정보공유 컨셉 검토

김명진(디지아트)

12/11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Revisiting the "Asian 
Values" debate: human rights, 
human dignity, and personal 
responsibilities

Stephan Peter Sonnenberg(법학과)

12/11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리빙랩의 이해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15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아시아와 북방, 문화 접
점의 확인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나용우(통일연구원) 

남기정(일본연구소) 

박정후(한국정치연구소) 

이주현(아시아연구소) 

이찬우(Teikyo Univ.) 

장호영(Peking Univ.) 

조정원(연세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12/18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정현주(환경대학원)

12/18 

동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동남아 이슬람 금융 학
술회의

오명석(인류학과)

최경희(아시아연구소)

12/20 

서아시아센터

<특별기획> 이란 YALDA NIGHT를 영화
와 함께

12/28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북한관광의 현황과 과제

김상태(남북물류포럼)

심상진(경기대)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29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Microfinance: How MFIs 
Can Better Create Double Bottom 
Lines

설지인(전 아프리카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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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9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2020 아시아연구소 석·박사
학위논문상 시상식

김민지(서울대)

윤지원(서울대)

이지영(서울대)

최종민(서울대)

2021/2/19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한류 20년, 성과와 미래 전략

채지영(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21/2/24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울대 동아

문화연구소

<특별강연> 북 콘서트: 백영서 교수
의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가지 사
건-1919·1949·1989』

백영서(연세대)

안치영(인천대)

유용태(역사교육과)

이원준(인천대)

이정훈(중어중문학과)

하남석(서울시립대)

2021/2/25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한류의 재발견, K-POP 이노
베이션

이장우(성공경제연구소)

2021/2/26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21세기 메가아시아 형성의 동
력,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김일년(경북대)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성원용(인천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심두보(성신여대)

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준구(한양대)

이창주(아주대)

이충열(고려대)

최경준(제주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2021/1/28-29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중앙아시아에서의 국민
국가형성과 국경의 동학

고가영(한국외대)

김효섭(아시아연구소)

박철현(국민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양승조(숭실대)

정세진(한양대)

정재원(국민대)

최아영(아시아연구소)

2021/1/2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제10회 KOSSDA 데이터 페
어: 다양한 질적데이터, 경계 넘나들기

김수영(사회복지학과)

김필동(충남대)

김향수(청주교대)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윤정(사회발전연구소)

2021/2/3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최근 고고학적 성과로 본 백
제·신라의 왕궁과 그 주변

이병호(공주교육대)

2021/2/4 

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남아시아의 현주소와 한-남
아시아 협력 필요성

김장현(외교부) 

2021/2/4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세미나> KOSSDA 컨소시엄 대표자 회
의: 데이터 인용 활성화 방안

김지현(이화여대)

이상운(아시아연구소)

2021/2/17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카자흐스탄 쿠르간: 16-18 
발굴기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12/29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유라시아 스키타이-흉노 동
물문양

이우섭(국립청주박물관)

12/29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세미나> 2020 GMPA 신입생 국가보고
서 오리엔테이션

고길곤(행정대학원)

윤여빈(서울대)

2021/1/6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중앙아시아 민족 기원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정책 II

양승조(숭실대)

정세진(한양대)

2021/1/13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인도 경제와 비즈니스의 이해

신시열(경방네이쳐)

2021/1/21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광활한 몽골초원과 유목문
화의 이해

윤형원(국립부여박물관)

2021/1/25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유라시아 대륙의 안드로노
보 문화

이우섭(국립청주박물관)



이란 쉬라즈(Shiraz) 바킬 시장의 모습. 쉬라즈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역사적인 전통시장이다. 11세기에 건설되었으며, 전통 시장 내에는 옛날 목욕탕이 

박물관으로 전시되어 있고, 아름다운 안뜰을 가지고 있다. 주로 페르시아 카페트, 향신료, 구리 수공예품 및 골동품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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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아시아리뷰> 10권 1호 (통권 19호 / 2020. 8. 31 발간) 

자유 주제

고대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묘제와 장제 | 권

오영·최영은 

동아시아의 발전경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비교분석 | 서문기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북한에의 적용: 정

체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 박차오름·부승찬 

중국과 베트남의 육상협력과 해상갈등의 지

정학: 양국 육상연계성 협력의 전략공통분모 

탐색 | 정혜영 

양안결혼(兩岸結婚)과 대륙배우자의 등장: 이주시기별 분화를 중심으로 | 

문경연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성격: 동남아시아·중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 김도민 

2019년 카자흐스탄 권력승계 연구: 권력복점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윤도원   

서평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의 성과와 한계, 과제

안청시·전제성 엮음,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서

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를 읽고 | 신재혁 

소련의 유산: 이슬람과 민족주의의 균형, 그리고 더딘 민주화:

신범식 엮음,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현재: 정치·사회·경제적 선택』(진인

진, 2020)을 읽고 | 정재원 

마루야마 마사오의 관점에서 메이지유신을 읽는다:

박훈 지음,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를 읽고 | 김태진

<아시아리뷰> 10권 2호 (통권 20호 / 2020. 12. 31 발간) 

세계체제,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월러스틴을 기리며

21세기 문명위기와 세계체제론: 이매뉴얼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비

교역사적 전망 | 임현진·장진호

미국헤게모니 형성기 동아시아 국가간체계 질서의 변동: 월러스틴의 이론 

자원으로 검토한 냉전 형성 과정과 중국 변수 | 백승욱

세계체계의 변화와 한국의 농식품체계: 식량체제론을 중심으로 | 김철규

세계생태와 역사적 자본주의의 구체적 총체성: 세계체계 분석의 지속 혹은 변

신? | 이광근

자유 주제

쌍쓰끄리땀과 암벧까르(Ambedkar)의 소환 그리고 고대사 재구성과 인도 

현대 정치의 규정요소로서의 언어 | 강성용

‘공포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타이완 현대사와 기억의 장소 | 이영진

왜 중국의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국가의 발전 전략, 사회 제도, 정치경제

적 관점의 재검토 | 장소매·김윤태

몽골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23번 학교’를 중심으로 | 

알타이·김가람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트

리플힐릭스 접근을 기반으로 | 윤정원

서평

중국 개혁의 성과와 과제: 중국적 특색의 새로운 길은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현정 외 지음,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한울, 2019)을 읽고 | 장정아

지금 여기가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중국 고도들의 유산들: 박정희 지음, 

『중국 고도를 거닐다: 대중문화와 도시경관의 길을 따라』(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2020)를 읽고 | 조명기

네팔 사회의 차별과 저항: 종족성, 카스트, 지역성을 중심으로: 박정석 지

음, 『네팔의 비주류 집단들: 정체성의 정치, 귀속의 정치』(민속원, 2020)

를 읽고 | 김경학

옐로우 퍼시픽이란 시각의 득실: 핵심현장에서 말 걸기: 조영한·조영헌 지

음, 『옐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를 읽고 | 백영서

돌봄의 역설: 서보경 지음, Eliciting Care: Health and Power in Northern 

Thailand(돌봄 유도하기: 북부 태국에서의 건강과 권력)(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20)를 읽고 | 김지은

아시아리뷰(한국연구재단 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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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리뷰 논문투고, 투고문의. (http://asiareview.snu.ac.kr)

편집위원장: 오명석(인류학과)

부편집위원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편집위원: 고영경(Sunway Univ.), 권헌익(Univ. of Cambridge), 김성민(Hokkaido Univ.), 김수정(충남대), 손인주(정치외교학부),  

                이광수(부산외대), 이은정(Freie Univ. Berlin), 이지원(한림대), 전제성(전북대), 조문영(연세대),  

                Angel Lin(Univ. of Hong Kong), Jin Jianbin(Tsinghua Univ.), Wang Yihong(Peking Univ.)

책임편집: 남은영(아시아연구소)

편집조교: 허지수(서울대)

＊ 1993년부터 시작되어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시아적 관점을 소개해온 대표적 학술지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가 2020년부터 아시아연구소 공식 영문 저널로 출범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2020 연차보고서

2020년 아시아연구소 출판목록

아시아연구총서 기초연구시리즈 

＊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진화 | 박순찬

＊ 글로벌 미디어와 아시아 정체성: 혼종성과 저항성의 경계 | 윤선희

＊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 나희량

＊ 옐로우 퍼시픽 | 조영한·조영헌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 중국 고대 경계와 그 출입 | 송진

세계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 공석기·임현진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 냉전의 섬, 전선의 금문도 | Michael Szonyi 지음, 김민환·정영신 옮김



28 2020 연차보고서

2020년 3월(8호)

이란 밀레니얼 세대의 청년문화로서의 대중음악 | 구기연(아시아연구소)

네팔 청년세대와 국제노동이주 | 김경학(전남대)

청년세대를 통해 본 2019년 홍콩시위 | 김재형(아시아연구소)

우즈베키스탄 청년세대의 가치관: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이란? | Dilozha 

Timurovna(호남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정체성 구축 프레임과 세계화의 교차로에 선 "카자흐

스탄 청년세대" | 박영은(한양대)

전환기의 아랍에미리트, 어떤 젊은 세대를 원하는가 | 엄익란(단국대)

중국 청년세대와 신생대영화, 그 현재와 미래 | 윤영도(성공회대)

절망을 넘어 연대로: 동아시아의 청년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 | 주윤정(사

회발전연구소)

말레이시아의 청년세대, 현실의 문제와 새로운 희망 사이에서 | 최서연(아

시아언어문명학부)

'내겐 너무 먼 평화': 전환기 미얀마 청년들의 발전과 평화에 대한 다층성 | 

홍문숙(아시아언어문명학부)

2020년 6월(9호)

Viral Intersections: COVID Life, Risks and Responsibility in India | Rohit Negi 

(Ambedkar Univ.)

India’s NRC, CAA may take Bangladesh closer to China | Emon Kalyan 

Chowdhury (Chittagong Independent Univ.)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China's 'Love' for Bangladesh: What 

Bangladesh Could Actually Expect from It | Iffat Ishrat Khan (Chittagong 

Independent Univ.)

Sovereignty of Bangladesh and China's 'One Belt, One Road' Project | 

Mohammad Belayet Hossain (Chittagong Independent Univ.)

코로나19 시대, 역병 기록을 되돌아보다: 질병의 역사학과 현재와의 대화 | 고일

홍 외(아시아연구소)

코로나19와 서아시아 초기 대응의 성과와 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란 코로

나19 현황과 전망 |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카자흐스탄의 변화 속에 나타난 코로나19 확산 | 김상철·김재민(한국외대)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과 대한민국: K-방역 모델이 놓친 문제들 | 김재형(아

시아연구소)

이주민의 싱가포르 대 거주민의 싱가포르 | 김종호(서강대)

코로나19 4개월과 중국 사회: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파동하는, 사회

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서 역병 | 박우(한성대)

코로나19 이후 UAE의 경제성장 전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 손성현·장윤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젠더화된 국제이주: 네팔여성의 제한된 이동성과 경계넘기 | 신지원(전남대)

유럽 속 무슬림, 그들이 사는 세상 : 이주와 정착, 사회 통합의 과정과 갈등 | 이수

정(한국외대)

이주여성노동자의 공공공간 길들이기 | 정수열(상명대)

코로나19와 아세안 초기 대응의 성과와 함의: 의장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사례와 아세안의 길 |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제2의 엑소더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인들의 귀환 이주의 현황과 전망 | 최아영

(아시아연구소)

2020년 9월(10호)

아시아 제일의 헌법 국가, 인도 | 강경선(한국방송통신대)

중앙아시아의 장기집권 권위주의 정치 | 고재남(전 국립외교원)

키르기스스탄 정치체제의 특징과 현상: 독점적 후견주의에서 경쟁적 후견

주의로, 그리고 부패 | 김태연(노어노문학과)

금수저와 창업자: 금권 시대 인도네시아의 청년정치 | 서지원(창원대)

유목민의 나라 몽골의 변화하는 정치체제: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에

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길을 가다 | 송병구(단국대)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왜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것일까? | 신재혁(고려대)

파키스탄 수피즘의 춤과 음악, 그리고 테러: 왜 수피 성자들의 영묘에 대한 

테러는 증가하고 있는가 | 심재관(상지대)

지배와 갈등의 일본정치 | 윤석상(한국외대)

중국 정치의 동학: 현대적 황제체제인가? | 장윤미(동서대)

비교정치학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국가역량의 현주소 | 장지향(아산정책

연구원)

동북아 국제정치의 특징과 새로운 미래의 전망 | 전재성(정치외교학부)

이집트 권위주의 정부와 무슬림형제단, 그리고 교회 간 정치 역학 | 하현정

(Duke Kunshan Univ.)

2020년 12월(11호)

인도 노동자들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코로나19는 어느 방향으로 가속도를 

더해 줄 것인가? | 강성용(인문학연구원)

인도 팹랩(Fab Lab)의 지속가능성 | 김윤호(아시아연구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 경제 전망과 과제 | 남호석(일본과학기술진흥

기구)

2020년 러시아 가스의 변화: 수출 감소 후 탈탄소화 노력으로 | 노진선(JS 

Roh Consulting)

코로나 이후 아세안 경제 | 박번순(고려대)

MENA 경제전망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협력 분야 분석 |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평행세계 대만의 코로나19 대처와 경제정책: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만의 

기회와 도전 後疫情時代的臺灣機會與挑戰 | 유은영(Nat’l Taiwan Univ.)

COVID-19 재난과 라오스 | 윤수진(국토환경연구원)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한·아세안 교역 투자는? | 이재호(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소강사회(小康社會) 선언 이후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2020년 중국 경제 

현황과 14차 5개년 계획 분석 | 이현태(인천대)

Central Asia on Time | 정민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이후 이집트 경제와 주요 산업 동향 | 주동주(산업연구원)

아시아지역리뷰웹진 <다양성+Asia> ※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diverseasi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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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

＊ 글로벌 섬유의류산업과 한국: 발전, 지구화, 지역화 | 권현지(사회학과) 외

＊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 베트남의 대응 | 김재영(경제학부) 외

＊ 방글라데시 소재 기성의류 생산업의 코로나 위기 대응과 산업의 구조적 전망 | 강성용(인문학연구원) 외

＊ 비교지역연구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전략 |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외

＊ 아시아 대학의 미래 | 박주용(심리학과)

＊ 아시아 브리프 |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외

＊ 아시아의 교류·협력·통합(연결)을 위한 아시아지역리뷰연구 |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외

＊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 강정원(인류학과) 외

＊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 권오남(수학교육과) 외

＊ 코로나 이후,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들 | 김종일(인문학연구원) 외

＊ 코로나19 확산과 아세안 국가의 대응과 전망 | 고길곤(행정대학원) 외

＊ Covid-19 위기와 제도 |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외

     2020년도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 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 구조와 방향 | 손정렬(지리학과) 외

＊ 당의 귀환: 갈림길에 선 베트남 | 김용균(정치외교학부)

＊ 도시로 읽는 동남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 동아시아 지역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팬데믹 뉴노멀 비교연구 | 김태균(국제대학원) 외

＊ 세계질서의 변동과 아시아: 비교지역질서 연구 | 이정환(정치외교학부) 외

＊ 아시아 여성의 오늘: 위기, 도전 그리고 연대의 목소리 | 지은숙(비교문화연구소) 외

＊ 알리 샤리아티 번역 프로젝트: 정신과 저항 | Siavash Saffari(아시아언어문명학부)

＊ 일본군 점령시기 상해문학의 '회색지대': 종합문예월간 『雜誌』(1942-1945) 연구 | 송가배(중어중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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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외부 연구지원사업 

차세대 정보 컴퓨팅 기술 개발사업 - 한국연구재단

긍정 컴퓨팅을 위한 설득적 인터랙션 디자인 요소 기술 발굴 및 디자인 가이
드라인 개발 - 1단계 3차년도(2020.01.01.~2021.06.30)

총연구비: 340,000,000원

연구책임자: 홍화정(언론정보학과)

공동연구원: 정경미(연세대), 한경식(아주대)

일반공동 연구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웰빙 연구: 동아시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1차년도(2020.07.01~2021.06.30)

총연구비: 104,160,000원

연구책임자: 임동균(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구혜란(아시아연구소), 김민혜(가천대), 박상희(서울시립대),  
 이재열(사회학과)

지속 가능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커뮤니티 모델 연구: 신남방 국가의 팹랩을 
중심으로 - 1차년도(2020.07.01~2021.06.30)

총연구비: 104,160,000원

연구책임자: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윤호(아시아연구소), 남은영(아시아연구소),  
 이명무(아시아연구소), Rohit Negi (Univ. of Ambedkar Delhi)

연구교류지원사업(일반) - 한국연구재단

동아시아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국제협력의 전망 비교 연구 (2020)

총연구비: 50,000,000원

연구책임자: 고길곤(행정학과)

공동연구원: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 윤종석(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 한국연구재단

성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 시스템 연구 - 1단계 3차년도
(2020.03.01.~2020.12.31)

총연구비: 220,000,000원

연구책임자: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성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 시스템 연구 - 1단계 4차년도
(2021.01.01.~2021.05.31)

총연구비: 76,775,000원

연구책임자: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 한국연구재단

기계학습법과 비선형 경제모형의 융합 - 3차년도 
(2020.07.01~ 2021.06.30)

총연구비: 13,020,000원

연구책임자: 서명환(경제학부)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인문사회) - 한국연구재단

떠나려는 자, 떠난 자들의 목소리: 이란 교육 이주의 배경과 이주 이후의 삶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  - 1차년도(2020.05.01.~2021.04.30)

총연구비: 19,530,000원

연구책임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 2차년도
(2020.05.01~2021.04.30)

총연구비: 25,935,000원

연구책임자: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링 - 1단계 1차년도
(2020.5.1~2021.4.30)

총연구비: 1,260,000,000원(대응자금 포함)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권오영(국사학과),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과),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이미숙(아시아연구소),  
 이민용(아시아연구소), 이재열(사회학과), 이정훈(중어중문학과),  
 이주현(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주경철(서양사학과),  
 채수홍(인류학과), 천진(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2020년도 인문사회 청년인턴 지원사업(추경)

총연구비: 29,415,000원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 한국연구재단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 · 평화 · 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
떻게 가능한가? - 3단계 4차년도(2020.09.01.~2021.08.31)

총연구비: 582,750,000원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김은혜(부산대), 박인권(환경계획학과),  
 박철현(전기컴퓨터공학부),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신현방(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신혜란(지리학과), 이상헌(환경계획학과), 이승욱(카이스트),   
 정현주(환경계획학과), 지상현(경희대),  
 한재각((사)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Jamie Doucette(Univ. of Manchester)

기초학문자료센터(DB 구축 사업) -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DB 구축 사업 - 2단계 1차년도(2020.04.01 ~ 2021.03.31)

총연구비: 120,000,000원

연구책임자: 이재열(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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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연구원: 최문희(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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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협력 및 확산 방안 등 연구(여성가족부) - 
2020.07.22.~2020.12.10

총연구비: 440,000,000원

연구책임자: 정근식(사회학과)

한국의 사회동향 2020(통계청) - 2020.04.07.~2020.11.30

총연구비: 151,900,000원

연구책임자: 이재열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교
육원) - 2021.02.15. ~ 2021.05.14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오명석(서울대 명예교수)

유사시 북한 안정화를 위한 물류 대책 방안 연구(통일부) - 2020.06.10 ~ 
2020.11.10

총연구비: 20,000,000원

연구책임자: 홍순직(아시아연구소)

주한미군 기지촌 한국여성들의 과거와 현재: 실태 조사와 향후 대책(경기연
구원) - 2020.07.15.~2020.11.30

총연구비: 18,000,000원

연구책임자: 정근식(사회학과)

아시아 신흥지역 주요 동향 분석을 통한 아시아 항공시장 협력 강화 방안 모
색(한국교통연구원) - 2020.06.01~2020.08.31

총연구비: 12,000,000원

연구책임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2011년 아랍봉기 이후 이집트 정치·사회변화 연구: 무슬림-기독교인 관계
를 중심으로(외교부) - 2020.09.15.~2020.11.14

총연구비: 10,000,000원

연구책임자: 하현정(아시아연구소)

2021년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사업(상반기)(한국국제협력단) - 
2021.01.01.~2021.07.31

총연구비: 14,200,000원

연구책임자: 김성규(아시아연구소)

캄보디어 교육방송 구축운영 ODA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용역계약(한
국교육방송(EBS) - 2020.06.05.~2020.12.02

총연구비: 177,000,000원

연구책임자: 김성규(아시아연구소)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서울시) - 
2020.04.07.~2020.11.10

총연구비: 116,400,000원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석촌동 방이동고분군 비교유산 사례조사 용역(서울시) - 
2020.12.09.~2021.06.10

총연구비: 20,400,000원

연구책임자: 권오영(국사학과) 

미중 경쟁 이슈별 호주·아세안(싱가포르, 필리핀) 입장 및 대응동향 분석(외
교부) - 2020.04.03.~2020.06.02

총연구비: 19,800,840원

연구책임자: 정재호(정치외교학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II): 197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형성과 부
랑인 단속·수용을 중심으로 - 부랑인시설 및 장애인·한센인 시설 강제수용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0.05.08.~2020.10.31

총연구비: 16,000,000원

연구책임자: 김재형(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도서발간 연구 용역(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1차년도(2020.06.15.~2020.11.30)

총연구비: 10,000,000원

연구책임자: 강정원(인류학과)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도서발간 연구 용역(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2차년도(2021.01.28.~2021.11.30)

총연구비: 10,000,000원

연구책임자: 강정원(인류학과)

산학협력R&D지원사업 - 한국국토정보공사

실크로드의 재조명 II - 실크로드피아를 활용한 디지털 전북학의 새로운 여정 
- (2020.08.01.~2021.07.31)

총연구비: 66,000,000원

연구책임자: 정요근(국사학과)

공동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박수진(지리학과),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민간지원사업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총선 챗봇 개발((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 - 
(2020.02.17.~2020.07.31)

총연구비: 25,000,000원

연구책임자: 이준환(언론정보학과)

공동연구원: 김용대(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서봉원(지능정보융합학과)

SPC 사업체 패널 구축((재)사회적가치연구원) - 
(2020.10.15.~2021.03.14)

총연구비: 10,000,000원

연구책임자: 구혜란(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김혜진(아시아연구소), 신인철(서울시립대),    
 이상운(아시아연구소), 허혜옥(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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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자 양성
2020년도 SNUAC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2020년도 SNUAC 박사학위논문상 / 석사학위논문상
※ 2020년도 부터 (주)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 상금 후원

KOSSDA 논문경진대회

＊ 데이터아카이브의 인지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KOSSDA 소장 자료를 이용한 석·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경진대회 실시

제9회 논문경진대회 수상자  

김도선(동국대) | 비행친구접촉과 일반긴장이 청소년 비행에 미
치는 영향: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백지원(연세대) |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농촌 노인의 사회연
결망에 따른 고혈압관리, 우울증상, 그리고 사망 연구: 성별 차이
를 중심으로

이설아(윤리교육과) | 불공정 인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
구: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하나(사회학과) |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농촌정책 연구: 농촌기반 체제 이행국가의 산업화와 농가 경제의 변화

조병식(동양사학과) | 청말 신정기 천진 사법개혁 연구

최남섭(건축학과) | 쿠르디스탄 반유목 하우람인들의 사계절 거주지와 고정 건축

박사학위논문상 수상자

이지영(동양사학과) | 淸末 新政期(1907~1911) 吉林省의 旗制 개혁 연구

최종민(환경대학원) | 일본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담론투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 안전신화'를 중심으로(1954-1980)

석사학위논문상 수상자

김민지(사회교육과) | 중국 근대 민법 제정과 향촌 민중의 인식: 1907~1937년 浙江省 龍泉縣 族産 분쟁을 중심으로

윤지원(외교학과) | 전후 미국의 동북아시아 집단방위체제 구상의 무산 요인: 중국 변수 연구

2020년도 SNUAC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

강여린(정치외교학부) | 이승만·박정희의 위협인식·역할구상과 외교정책: 한일회담 사례를 중심으로

이신애(교육학과) | 캄보디아 교원 양성 정책 및 양성 기관 운영 개선방안과 한국의 교육개발 협력의 역할 모색 

이주원(정치외교학부) | 전환기 정당성과 경제 외교 정책: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내 중국 일대일로 사업연구

장가윤(교육학과) | 인도네시아 교육분권화와 교사 주체성: 수마당 지역교사 학습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황윤정(교육학과) | 방글라데시 다카지역 중등교육에서의 ICT 활용을 위한 수업설계원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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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YP (Young Professional) 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청년 역량개발프로그램

2020 상반기(2020.1 - 2020.7)  

정민정(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전략 비교연구, 인도네시아 롬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타당성 조사) 

홍예림(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전략 비교연구, 인도네시아 롬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타당성 조사)

2020 하반기(2020.7 - 2021.1) 

김현지(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전략 비교연구, KOICA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연구용역),  

정효림(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전략 비교연구,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운영 ODA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2021 상반기(2021.1 - 2021.7)

최윤빈(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전략 비교연구)

COVID-19 국가보고서 경진대회

＊ 서울대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진행

＊ 코로나19의 여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실제 상황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함

수상자 명단(10개 국가)  

Chimedregzen Baatar (몽골), Coralie Cadinot (프랑스), Daniyar Atadjanov (우즈베키스탄), Dinh Thi Le Thu (베트남),

Marianne Chang (트리니다드토바고), Nguyen Van Anh (베트남), Richard Frank Leon Vargas (페루), Razif Bin Sazali (말레이시아),

Sarah Mack (미국), Zoleikaha Golmohammadi (이란)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아시아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여 운영

＊ 2020년도 총 6명의 연구연수생 배출, 총 16회에 걸친 아시아학개

론 강의 진행

제13기 연구연수생  

민보미(아시아언어문명학부), 송지우(국어국문학과), 양현영(농림기상학

협동과정), 윤여동(자유전공학부), 홍인기(법학과), 황혜지(경희대)

서아시아 신진학자양성 사업

＊ 대학생 연합 중동지역 연구 동아리 ‘엘네피제(El-Naafidha)’ 지원 

- 서아시아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거나 서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지역학 스터디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아시아   

   연구 분야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 

- 세미나, 독서토론, 소논문 작성 지원 및 서아시아 지역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초청 강연 진행

＊ 서아시아 지역 신진학자 연구모임(KYMR) 지원 

- 국내 MENA 지역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 간의 학문적 협력을 활성화 및 개개인의 학문 발전 도모 

- 2020년도 3회의 콜로키움, 1회의 집단 토론회 진행

중앙아시아 신진학자양성 사업

＊ 중앙-유라시아연구 학생 동아리 '유라시아연구회' 지원 

 -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상과 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 총 16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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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방문학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 국내외 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에게 연구 공간과 소정의 연구지원비 제공

＊ 아시아 관련 우수 학술연구 활성화

＊ 서울대 아시아 연구자들과의 교류

    김라미(The Univ. of Hong Kong), 배도찬(Univ. of Yangon), 설지인(전 아프리카개발은행 어드바이저), 

     이상희(Univ. of California, Riverside), 이윤영(전 주방글라데시, 네덜란드 대사), 조민주(Zhejiang Univ.),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최중주(전 주 파키스탄대사), 하현정(Univ. of Notre Dame), Do Thanh Thao Mien(이화여대 박사)

방문학자 프로그램

＊ 아시아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우수 학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운영 

    김묵한(서울연구원), 김윤호(강남대), 변필성(국토연구원), 신봉하(Univ. of Barcelona), 윤대엽(대전대), 이국봉(Shanghai Jiao Tong Univ.), 

     이홍규(카이스트),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지주형(경남대),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Mingyu Li(Yanbian Univ.), 

    Nur Aisyah Kotarumalos(Nat'l Univ. of Singapore), Tony Dahao Qian(Tufts Univ.)

IIAS 뉴스레터

＊ IIAS에서 발행하는 아시아전문 뉴스레터에 동북아 지역 담당 기고  

    Theme: The Borderlands of Northeast Asia (Vol. 85)

    Theme: COVID-19 in Northeast Asia (Vol. 87)

신규 MOU 체결

＊ 국내외 기관과의 제도적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서울연구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국토연구원, Bordeaux Montaign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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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KF Global e-Scho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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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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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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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1~2020년 아시아와 유럽 9개국 18개 대학 2,401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97개 강의 개설, 운영

2020 e-School 강의 교수

신의항(아시아연구소)

채수홍(인류학과)

허우긍(지리학과)

김수아(언론정보학과)

임현진(사회학과)

표학길(경제학부)

홍석경(언론정보학과)

2020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 Introduction to Comparative Economics in East Asia (Irkutsk State Univ.,  
  Russia)
▪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 (Univ.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 VNU, Ho Chi Minh City, Vietnam)
▪ Korean Economy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가을 학기

▪ Culture and Society in Korea (Univ. of the Philippines-Dilliman, Philippines)
▪ Understanding Modern Korea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o Chi Minh City, Vietnam)
▪ Contemporary Korea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Korean Pop Culture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Human Geography of Korea (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겨울 학기

▪ Popular Culture and Media in Korea (Université Bordeaux Montigane,  
  France)
▪Korean Society (Université Bordeaux Montigane, France)
▪Introduction to Comparative Economics in East Asia (Irkutsk State Univ.,  
  Russia/Tomsk State Univ., Russia)

2020 겨울학기 독일 튀빙겐대 e-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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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 2020년 춘계에는 회귀분석 심화, 패널데이터 분석, 네트워크분석 응용,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방법, 논문작성법 등 총 5개 강좌 개설

(온/오프라인 병행) 

＊ 2020년 하계에는 기초통계학, 중급통계학, 질적연구의 전통과 연구방법론, 소셜 빅데이터 수집과 텍스트 분석, 공간통계분석 기초, 

공간통계분석 심화,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 총 7개 강좌 개설(온/오프라인 병행)

＊ 2020년 추계에는 위계선형모형, 패널데이터 분석, R을 활용한 통계분석 기초, MAXQDA를 활용한 질적연구 등 총 4개 강좌 개설 

(온라인)

＊ 2021년 동계에는 기초통계학, 중급통계학(A/B), 공간통계분석 기초, 범주형 자료분석 기초, 자연어 자료의 활용과 토픽 모델링, 질적

연구설계 및 MAXQDA를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문화기술지를 활용한 질적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방법 등 총 9개 강좌 개설 

(온라인)

2020년 춘계 방법론 단기강좌 - 2020.5.9~30

(단기강좌 총 5개, 참여인원 186명)

▪ 회귀분석 심화

▪ 패널데이터 분석

▪ 네트워크분석 응용

▪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방법

▪ 논문작성법

2020년 하계 방법론 워크숍 - 2020.7.6~8.21

(워크숍 총 7개, 참여인원 355명)

▪ 기초통계학

▪ 중급통계학

▪ 질적연구의 전통과 연구방법론

▪ 소셜 빅데이터 수집과 텍스트 분석

▪ 공간통계분석 기초 ▪ 공간통계분석 심화

▪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 자연어 자료의 활용과 토픽 모델링

2020년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 - 2020.10.10~11.28

(단기강좌 총 4개, 참여인원 187명)

▪ 위계선형모형

▪ 패널데이터 분석

▪ R을 활용한 통계분석 기초

▪ MAXQDA를 활용한 질적연구

2021년 동계 방법론 워크숍 - 2021.1.4~2.19

(워크숍 총 9개, 참여인원 442명)

▪ 기초통계학

▪ 중급통계학(A/B)

▪ 공간통계분석 기초

▪ 범주형 자료분석 기초

▪ 자연어 자료의 활용과 토픽 모델링

▪ 질적연구설계 및 MAXQDA를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 문화기술지를 활용한 질적연구

▪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방법

2020년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목록

2020년 춘계 방법론 단기강좌 (온/오프라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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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지역인문학센터 인문교육 프로그램

＊ 2020년 5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에 선정되어 AsIA지역인문학센터 개소

＊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맞춤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지식정보를 국내외로 확산하고, 청소년과 청년층이 아시아 지역과 관

련된 진로설계나 사회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4개 강좌 연중 개설

＊ 모든 강좌의 영상은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여 온라인 인문교육의 플랫폼 역할 수행 

＊ 2020년 9월부터 2030 청년층 대상의 '2020 제1기 AsIA지역전문가과정', 아시아 지역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 제1기 진로탐색 나침반인문학교', 연구소 밖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민과 만나는 '2021 AsIA인문자산강좌' 등 3개 강좌 개설, 운영

남아시아문화학교

＊ 저자에게 배우는 남아시아의 문화: 고전부터 현대까지의 남아시아 문화 전반에 걸친 대중강좌 프로그램  

＊ 한 학기에 총 14~16주로 구성, 야간 강좌로 개설되어 현업 종사자도 참여 가능

동남아 열린강연

＊ 동남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속적인 동남아 연구자 양성을 위해 매년 동남아 열린강연 운영

＊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남아의 언어, 이슬람 문

화, 보건체계, 그리고 민족에 대한 강연을 통해 아세안 전반과 개별 국가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도모

2020 제1기 AsIA지역전문가과정 - 2020.10.7~12.23

(총 12강, 매주 수요일 19~21시, 수강인원 40명)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새로운 수업 방식

▪ 아시아 지역전문가란 무엇인가?

▪ 아시아라는 공간에서 살아가기

▪ 동남아의 정체성과 역동성

▪ 근현대 중앙아시아 공동체의 다원성의 형성과 21세기 중앙아시아 사회

▪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정체성 변혁과 새로운 냉전구도

▪ 세 개의 인도와 군사쿠데타가 없었던 사연

▪ 칭기즈칸은 어디로 가는가? 몽골제국과 세계사

▪ 일본 청년들이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정체성에 대한 편견과 극복

▪ 알아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싱가포르 

▪ 아시아의 미래와 아시아연구소의 역할

2기 남아시아문화학교 - 2020.5.12~8.26

(16주, 참여인원 83명)

▪ 인도 고전어 쌍쓰끄리땀 첫걸음 II 

▪ 원전으로 배우는 요가의 이론과 실천 II

문화로 보는 동남아지역설명회 - 2020.10.23~11.13

(총 4강, 참여 인원 66명)

▪ 동남아의 언어와 문화: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동남아 이슬람과 모더니티

▪ 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코로나19 대응

▪ 말레이시아의 사회와 문화: 종족과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2021 제1기 진로탐색 나침반인문학교 - 2021.1.12~2.16

(총 6강, 매주 화요일 16~18시, 수강인원 17명)

▪ 도시연구와 도시계획

▪ 차이와 반대의 힘

▪ 청소년 분야의 진로: 청소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지속가능성 과학

▪ 인간을 돕는 공학기술

▪ 역사를 통해 본 글로벌 코리아

2021 AsIA인문자산강좌 - 2021.1.13~2.17

(총 6강, 매주 수요일 14~16시,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개최, 국립중앙박
물관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시청자수 491명 기록)

▪ 해상교역의 거점, 말라카 왕국의 빛과 그늘

▪ 동서도자 교류의 플랫폼 광저우

▪ 규슈 후쿠오카에서 세계로-일본 해상도자교류

▪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의 출항지, 닝보(寧波)

▪ 17세기 동방무역의 출발지이자 도착지, 암스테르담

▪ 해남반도와 영산강에서 찾은 마한(馬韓) 항시(港市)

3기 남아시아문화학교 - 2020.9.22~2021.1.5

(16주, 참여인원 45명)

▪ 티벳 고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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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재정

연구기금

(재)한국 사회과학자료원 기금(20억 원)

㈜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11억 원)

㈜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11억 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1억 원)

서울대 임현진 명예교수(1억 원)

서울대 안청시 명예교수(1천만 원)

(주)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1천만 원)

※ 2009년 이후 누적분 

※ 비공개를 요청한 기부자는 제외

※ 산정 기간: 2020. 3 ~ 2021. 2

학술/연구사업
지출

총수입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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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계
2,066,700,000원

법인회계
1,983,163,000원

외부연구비
4,048,952,000원

외부연구비
4,048,952,000원

간접비
570,948,000원

간접비
249,517,000원 

간접비 이월금
218,907,000원

아시아연구기반구축/아시아연구기초연구지원사업
993,225,850원

학문후속세대양성
65,740,530원

학술교류 및 협력
57,351,907원

출판(총서 및 저널)
48,943,200원

연구성과 확산
16,730,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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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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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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선정

베트남센터 설립

아시아연구소 공식 영문 저널 AJPS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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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2020년 3월 ~ 2021년 2월 기준

소장 박수진(지리학과)

부소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학술연구부장 이재열(사회학과)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박주용(심리학과)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장 박수진(지리학과)

AsIA지역인문학센터 교장 권오영(국사학과)

동북아시아센터장 정근식(사회학과)

동남아시아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채수홍(인류학과)

중앙아시아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남아시아센터장 강성용(인문학연구원)

베트남센터장 김재영(경제학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이재열(사회학과)

아시아도시사회센터장 박배균(지리교육과)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권혁주(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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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디렉터 고길곤(행정학과)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디렉터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디렉터 권오영(국사학과)

연구원              

강수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계은진(동남아시아센터)

김수진(동남아시아센터)

김준수(아시아도시사회센터)

김혜진(KOSSDA 질적자료)

박지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반미희(KOSSDA 방법론교육)

최희진(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아름(KOSSDA 자료이용문헌)

허혜옥(KOSSDA 양적자료)

운영위원회

박수진(지리학과)

권오영(국사학과)

권혁주(행정학과)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김재영(경제학부)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신욱희(정치외교학부)

이준웅(언론정보학과)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정근식(사회학과)

정종호(국제학과)

홍종호(환경계획학과)

HK연구교수

고일홍(고고학)

구기연(인류학)

심우진(지리학)

윤종석(사회학)

이미숙(문화과학)

이민용(역사학)

이주현(동양사학)

조민재(고고학)

천진(중어중문학)

최경희(정치외교학)

허정원(사회복지학)

선임연구원   

공석기(사회학)

구혜란(사회학)

김성규(산업사회학)

김재형(사회학)

김종철(사회학)

김효섭(지리학)

남은영(사회학)

백일순(지리학)

심한별(도시계획학)

이명무(경영학)

이승원(정치학)

최문희(사회학)

황진태(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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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지원              

유경하(행정총괄)

고지영(KOSSDA 방법론교육)

김명순(연구비)

박종홍(디자인)

백현지(홍보/이스쿨)

손재현(AsIA지역인문학센터)

송은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이나현(국제교류/HK+사업단 행정)

이상운(KOSSDA 아카이빙총괄)

정선주(인사/총무)

조보연(연구비)

최현아(학술연구 지원)

최희진(회계)

보조연구원              

강다희(이스쿨)

강수경(인재개발부)

고유찬(청년인턴)

권선린(인재개발부)

김소연(청년인턴)

김현지(ODA YP)

박윤경(KOSSDA)

박지수(이스쿨)

심하경(영문에디터)

이경연(청년인턴)

정민정(ODA YP)

정효림(ODA YP)

최윤빈(ODA YP)

허지수(아시아리뷰)

홍예림(ODA YP)

객원연구원   

강인화(서울과기대)

고가영(한국외대)

고민경(건국대)

김두영((전)KOTRA 본부장)

김묵한(서울연구원)

김영선((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김용호(인하대 명예교수)

김윤호(강남대)

박양호((전) 국토연구원장)

박영훈((전) SK 고문)

박지훈(중앙대)

서정경(서강대)

신의항(Univ. of South Carolina 명예교수)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이경수(명지대)

이내연((전) Univ. of Chicago)

이준표(한국외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조영희(IOM이민정책연구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최아영(서울대)

하현정(Duke Kunshan Univ.)

홍순직(중앙대)

Mingyu Li (Yanbian Univ.)

Tony Dahao Qian (Tufts Univ.)

방문연구원

김라미(Univ. of Hong Kong)

김성근(한국행정연구원)

김일수((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김장실(서울사이버대)

김현철(Univ. of Toronto)

맹현철(Indian Ins’t of Management Bangalore)

문경연(국립민속박물관)

배도찬(Univ. of Yangon)

변필성(국토연구원)

설지인((전) 아프리카개발은행 어드바이저)

신봉하(Univ. of Barcelona)

윤대엽(대전대)

이국봉(Shanghai Jiao Tong Univ.)

이상희(Univ. of California)

이윤영((전) 주네덜란드 대사)

이홍규(KAIST)

정세용(내일신문)

조민주(Zhejiang Univ.)

지주형(경남대)

최충주((전) 주파키스탄 대사)

Do Thanh Thao Mien (이화여대 박사)

Nur Aisyah Kotarumalos (Nat’l Univ. of Singa-
pore 박사)





출처: Majid Saeedi/Getty Images

2020년 5월 이드 알 피트르의 이란 한 모스크의 신자들의 모습. 코비드 19 이후 이란 모스크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먼저, 심각

하게 코로나 19의 여파를 맞이하였고, 2021년 현재까지도 이란은 코로나 19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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