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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0년과 2021년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변화를 경험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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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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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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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학술 네트워크, 그리고 구성원들의 높은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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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연구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연인원 121명의 연구 및 지원인력이 참여하였습니다. 17개에 달하는 참여학

과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융복합 연구를 통해 아시아 지역 연구의 세

계적 허브가 되겠다'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시아연구소는 독립된 건물과 서울대의 아시아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0년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사업의 지원(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

터텔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구소 내에 전임연구인력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연구성과의 국제화

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창립 후 지난 10년이 아시아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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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처하였습니다. 현재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1) 지역인문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문가 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2) 아시아지역정보센터와 메가아시아 포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확산하는 지역 정보의 허브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대응을 위해 <아시아 

브리프(Asia Brief)>를 매주 발행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전략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토대로 아시아와 밀접

하게 연계된 한국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연구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때,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하여 아시아연구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협력하여 

연구하고 범아시아적인 정책적 제언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범아시아적인 정책적 제언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나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성과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52021 연차보고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 개별 연구소 31개 가운데 최고점 기록!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떠오르는 아시아와 한국의 역할을 재고하고자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1년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적 발전모델, 아시아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아시아적 가

치를 제시했다. 또한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식창출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사

람과 재화, 그리고 사상의 등장과 교류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나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연구성과의 확산

에도 노력 중이다. 2021년 아시아연구소는 내부적으로 연구역량을 갖추고 뚜렷한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외부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

을 이루었다. 2020년 한국연구재단 HK사업을 따낸 이후 연구소 전임연구인력을 확보하였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유지시켰으며, 연구소 발

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 노력의 결과, 2021년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평가에서 31개 연구소 가운데 인문사회계 개별연구소 부문 1위

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연구소는 1. 연구소 조직 및 운영(총 15점)에서 13.5점(2020년 12.3점), 2. 연구여건(총 20점)에서 16.7점(2020년 15.3

점), 3. 연구소 활동(총 50점)에서 45.18점(2020년 40.54점), 4. 연구소 발전계획(총 15점)에서 12.7점(2020년 11.55점)을 취득하여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보다 점수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연구소는 총점(100점 만점) 88.08점으로, 85.04점으로 2위를 차지한 타 연구소를 

제치고 연구시설 평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앞으로도 연구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메가아시아'에 대한 연구 심화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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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화되는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스스로 재구성하는 아시아에 관한 연구 개념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

각과 인식을 정립하고자 한다. 

2021년도에는 2차년도 세부 주제인 '현실에서 작동하는 아시아'에 대한 연구의 심화를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쳤다. <클러스터 통합 세미

나>를 월 2회 운영하여 부단장, HK교수, HK연구교수가 집단연구를 수행하였고, '메가아시아 연구의 기초: 개념, 시각, 그리고 방법'이라는 주제

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여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에는 집단연구의 결과물을 묶은 <

메가아시아연구 입문>이라는 제목의 공저서가 출간될 예정이다. 

HK+사업단에서는 아시아를 지역 연대를 꿈꾸는 '상상력의 공간'이자 '세계경제 활력의 거점이라는 자부심의 공간'으로 접근하고, 아시아 지역

별 그리고 지역 간의 긴밀한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과 교류를 추적하고 아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 구성의 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학술논문 발표, 저서 출간, 학술회의 개최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브리프>를 발행하여 사업단의 아젠다 세부 목표 중 

하나인 '아시아 지역들의 정체성과 메가아시아 형성의 동력 탐색'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메가아시아포털>을 운영하여 여러 기관에서 발행하

는 아시아 지역 관련 보고서 및 분석을 주제별, 국가별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특정 주제 및 국가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포털의 운영을 통해 사업단은 당초 사업 목표 중 하나인 '아시아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을 달성하게 되

었다. 아울러 두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백과사전이자 네이버 지식백과에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두피디아>에 총 44개 국가와 수도에 대

한 심층적이면서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이해증진과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 및 국가·수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활동 및 사업을 통해 지역주의를 넘어 아시아적 관점으로 아시아의 여러 정체성과 다양한 지역 구획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아시

아에 대한 보다 통찰력 있는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아시아연구소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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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정책브리프, <아시아 브리프> 창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아시아 브리프>를 창간하였다. 2021년 3월 8일 첫 호를 시

작한 <아시아 브리프>는 월요일 아침에 1편의 글이 서울대 대량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7만여 명의 독자를 만나왔다. 

지난 1년 동안 발행된 54편의 글을 분야별로 분류하

면, 외교 안보가 18편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문화, 

경제통상, 코로나가 각 6편, 과학기술, 정치가 각 5편, 

기타(사회, 환경, SNS 분석, 설문조사 등)가 8편이었

다. 또 글의 주제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8편, 한국 7편, 

일본 4편, 인도가 3편이고, 미국, 미얀마, 이스라엘이 

각 2편, 싱가포르와 이란이 1편이었다. 내용별로 분류

하면 아시아 전반을 다룬 글이 19편으로 가장 많고, 동

남아 전반이 2편, 중앙아시아 전반을 다룬 글이 1편이

었다. 앞으로 특정 주제나 지역,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아시아 브리프>는 2021년 말 설문조사와 SNS 분석을 통해 <2021 아시아 10대 이슈>를 게재하였으며, 2022년 초 11명의 아시아 전

문가가 기고한 <2022년 아시아 정세전망>을 게재하였다. <아시아 브리프>에 2022년 1월 10일 게재된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는 연

합뉴스 2022년 1월 12일 자 기사에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기사화하였다. 특히 <2021년 아시아 10대 이슈>는 중앙일

보 지면 2022년 1월 19일(1, 4, 5면), 20일(8면) 자에 비중 있게 소개되었고, 디지털판으로는 10편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들 언론 보도

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아시아 연구의 핵심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인식되는데 기여하였다.

AsIA 지역인문학센터, 대중속으로!

2020년 5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에 선정되면서 문을 연 아시아연구소 AsIA지역인문학센터(AsIa Hu-

manities Dissemination Center)는 아시아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아시아연구소 각 지역센터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도 아시아 지역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2030 청년층 대상의 <AsIA 지역전문가과정>, 아시아 지역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중고

등학생 대상의 청소년 인문소양교육 <진로탐색 나침반인문학교>,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시아관련 전시와 연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AsIA 인문자산강좌>, 아시아 문명지식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공동주최하는 <AsIA 문명지식학교> 등의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강좌는 실시간 혹은 강의 후 바로 유튜브로 일반대중들에게 공개되었는데, 1,5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비롯해 수 만회의 재생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AsIA지역인문학센터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아시아의 모습을 아시

아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알리면서 향후 메가아시아를 지향하는 하나된 아시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또한 가을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알리는 <덩실덩실 AsIA 문화축제>를 열어 국내외 시민들과 함

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현재 한류지수 1위이자 심리적 거리가 부쩍 가까워진 ‘인도네시아’를 특

집으로 하여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 소개와 함께 한국과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고민하는 시간을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1 <아시아 브리프> 글 모음

<아시아 브리프>는 장기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 관련 지식들

이 축적되고 공유되는 인식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 한국의 능동적인 아시

아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도시, 과학기술, 역사, 교

육, 청년, 여성, 보건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자 한다. 앞으로 연구소

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교내 교수는 물론 국내외의 최고 전문가들을 필자로 모실 

예정이다.

<창간사> 중에서...

아시아의 인식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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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활동의 확장으로서 남아시아센터의 활동 증대!

남아시아센터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SAARC)’ 소속국 8개국에 대한 역사, 경제, 정치, 언

어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관련 역량의 체계적 구축을 목표로 대상 국가들과 다층적이고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

고자 설립되었다. 

남아시아센터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한 연구를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해와 결합시켜 진행한다. 둘째, 팹랩, 스마트시티와 한류 등 남아시아와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 콜로키움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및 국내에서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망을 구축한다. 셋째, 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기 위해 남아시아문화학교 등의 형식으로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남아시아센터의 2021년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콜로키움은 2021년 4월 ‘한류장르의 융복합구상과 실천방향’이라는 주제를 시작으

로 2022년 2월 ‘디지털트윈 기반의 메타버스’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 8월에는 파키스탄 대사 초청 좌담회를 실시하였다. 또 11월에는 ‘

한-SAARC 기후변화 협력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외교부와 공동주관으로 제12회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남아시아

문화학교(4기)는 고전부터 현대까지의 남아시아 문화 전반에 걸친 대중강좌 프로그램이며,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16주간 이루어진 2개

의 장기 강좌(티벳 고전의 세계 II, Let’s Speak Sanskrit)가 개최되었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남아시아센터 유튜브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남아시아 전문가가 모여 집필한 <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구조와 방향>이라는 단행본이 출간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인도 IIMB와 제휴하여 한-인도 비즈니스 교류 및 전문가 양성과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상 수상 인원 확대

SNUAC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상은 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거둔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

로, 상금과 함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단행본 출판도 지원하고 있다. 이 상은 2014년에 박사학위논문상으로 시작되어 2018년에는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상으로 확대되었다. 매년 박사학위논문상 2명, 석사학위논문상 2명을 시상하여 지금까지 전체 수상자는 박사학위논문상 18

명, 석사학위논문상 9명으로 총 27명에 이른다. 2020년부터는 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의 후원으로 상금이 지급되었고, 2021년에는 후원금

이 증액되어, 총 4명에서 6명이 되었다.

SNUAC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상은 매년 8월 말에 최근 2년간 출간된 학위논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심사가 이루

어진다. 아시아연구소 학위논문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는 두 패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적합성 심사(1단계)와 외부 전문

가 심사(2단계)의 2단계 과정을 거쳐서 엄정하게 진행된다.

지금까지 학위논문상 수상자들의 논문 주제는 중국 근현대법, 중국정치, 동남아 사회문화, 일본 정치외교, 냉전 국제질서, 냉전문화, 일본과 동

아시아 평화, 식민지통치, 개발원조 등으로 아시아의 국제관계, 정치, 법, 사회, 문화, 역사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수상자들의 전공도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국제학, 법학, 환경학, 역사학, 공연예술학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다양한 영

역에 걸쳐 있다. 

현재 2014~2021년 수상자를 중심으로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상자 포럼>의 조직을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이 SNUAC 석사 및 박

사학위논문상은 아시아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 학문분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제간 융복합을 선도하고자 하는 아시아연구소의 목표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NEPAL - Patan Durbar Square

ⓒ Bijay Chaurasia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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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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함

＊ 연구총서 발간을 위한 연구: 세미나(16회) 및 워크숍(31회)

＊ 2차년도 세부주제 '현실에서 작동하는 아시아'를 위한 연구: 세미나(20회) 및 학술논문(5편)  

＊ '메가아시아 연구의 기초: 개념, 시각, 그리고 방법' 주제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2022.1.20~21)

＊ 아젠다 연구의 심화·확산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5회) 및 국내 콘퍼런스(2회)

연구성과 목록 

고길곤·허정원· 

박정민(2021)
대도시 코로나19 대응 비교: 확산양상과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2)

고일홍(2021)
고고학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외래유물 유통망 검토: 영남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의 해석을 위한 융복합적 시

도. 아시아리뷰 11(1)

고일홍(2022) 네트워크 시각화와 고고학 자료의 활용: 낙랑고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9(1) 

고일홍·조민재

(2021)
'아시아 문화유산' 출판물 키워드 분석: 서구적 관점에서 아시아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론. 아시아리뷰 11(2)

구기연·백일순

(2021)
국내 신문 기사로 살펴본 한국의 난민 이슈와 변동. 대한지리학회지 56(2)

구기연·황의현

(2021)
타자화를 넘어선 서아시아 지역 정체성 형성의 여정: 이란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1(2)

김병준(2021)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고구려 벽화. 아시아리뷰 11(1)

신범식(2021)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 아시아리뷰 11(2)

유성희(2021)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동학과 중국의 변화를 연결시키기: 새로운 세계체계 방법론으로서의 통합적 역동성. 사

회와 역사 131

윤종석·최경희· 

이주현(2021)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함의. 아시아리뷰 11(2)

최경희(2021) 인도네시아 '마카시드' 이슬람경제 추구: 자캇과 자캇노믹스 실천. 동남아연구 31(4)

최경희(2021) 지정학적 중간국 인도네시아 외교전략: 세 번의 지정학적 단층대 충돌과 선택. 국가전략 27(3)

허정원·박선영· 

심우진(2021)

메가아시아 탐색을 위한 새로운 양적 지역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가능성: 국내 변수중심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아시

아리뷰 11(2)

Huh, J. W. & 

Dubey. A.(2021)

COVID-19 vaccination campaign trends and challenges in select Asian countrie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3)

Kwon, H. I.(2021) No place for Neutrality: A Korean War story. The Asia-Pacific Journal 19(4)

Ru, S. H.(2021)
Conceptualizing China's tea history in the 19th century: Incorporation into the capitalist world-economy. 

Journal of Agrarian Change 22(2)

구기연 외(2021) <메가아시아 시대, 청년을 말하다>. 씨아이알

구기연·최경희 외

(2021)
<2020 한류 다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윤종석 외(2021) <중국의 코로나 19 대응과 신지식>. 학고방

최경희 외(2021) <아시아의 정치: 정치체제와 지역성>. 씨아이알

최경희 외(2021) <아시아와 북방, 문화접점의 확인: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다해

최경희 외(2021) <2021 동아시아 전략평가>. KRINS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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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대상 '2021 제2기 AsIA지역전문가과정' 등 4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공동주최  

＊ 2021년 11월 인문학 행사 '인도네시아 - 누산따라에서 상상의 공동체로' 개최

＊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에 전 프로그램 영상 업로드 및 구독자 1,4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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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센터장: 박수진(지리학과)

AsIA지역인문학교 교장: 권오영(국사학과)

HK연구교수: 이미숙(아시아연구소), 유병록(아시아연구소)

행정직원: 손재현(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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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지역인문학센터

사람들

단장: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권오영(국사학과),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이재열(사회학과),  

  이정훈(중어중문학과), 주경철(서양사학과), 채수홍(인류학과)

HK교수: 권헌익(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박선영(아시아연구소),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유병록(아시아연구소),  

    유성희(아시아연구소), 윤대영(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이주현(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행정직원: 손재현(아시아연구소), 이나현(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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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국사학과), 박지수(지리학과), 배상현(고고미술사학과), 안미혜(동양사학과), 양하영(환경대학원),  

  오유빈(국사학과), 이세희(인류학과), 이수빈(정치외교학부), 이진우(인류학과), 장효진(지리학과), 조미래(고고미술사학과),  

  조옥님(디자인학부), 최영은(국사학과), Abhisheka Dubey(정치외교학부), Kieu Thi Yen Le(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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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해양네트워크' 연구 및 '동아시아 바다와 섬의 사회사' 학술회의 개최

＊ 'Asia-China Dialogue 2021' 국제학술회의 개최(11개국 23명 전문가 참여) 

＊ 중국 관련 이슈 브리프 <China Perspective> 발간(정치/외교/경제/사회, 연 3회)

＊ 아시아지역관련연구기관협의회(아관협) 참여 및 '코로나 이후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들' 학술회의 개최

＊ 듀크대학 쿤샨캠퍼스와 국제학술회의, 대만 정치대학과 공동워크숍 개최

＊ 코로나19 관련 연구 진행: '동아시아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국제협력의 전망 비교연구' 연구과제 완료 및 '감염병 시대 세계 주

요 대도시의 방역 및 도시 전환전략' 연구과제 참여 진행 중 

＊ 동북아시아 정세 대응 관련 주요 강연, 간담회, 워크숍 개최

연구성과 목록 

서정경(2021) 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37(3)

윤종석(2021)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와 향촌진흥 아래의 농민(공). 관행중국 126

윤종석(2021) 농민공 감소 시대, 부유하기 전에 늙어버린 농민공?. 관행중국 132

윤종석(2021) 농민공과 공동부유: 여전히 모호한 전환점. 관행중국 134

윤종석 외(2021)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함의. 아시아리뷰 11(2)

윤종석 외(2021) <아시아의 이주와 모빌리티>. 씨아이알

윤종석 외(2021)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신지식>. 학고방

윤종석 외(2021) <아이폰을 위해 죽다>. 나름북스

사람들

센터장: 김백영(사회학과)

공동연구원: 이내연(아시아연구소), 임수진(아시아연구소), 홍순직(아시아연구소), Sasano Misae(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정경(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윤종석(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김종훈(사회학과)

동북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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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아젠다: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남아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연

구,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활동과 로컬 사회에 대한 영향 탐색

＊ 동남아 초청강연: 동남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한 학술 강연 진행

＊ 동남아 열린강연: 1학기에는 동남아 한국기업의 CSR, 2학기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역사를 주제로 하여 동남아 지역에 관심 있는 일

반인을 대상으로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열린 강연 진행

＊ 동남아 연구 소모임 지원: 동남아를 연구대상으로 학위 논문을 구상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후학양성 프로그램 운영

＊ 학술활동: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이슈페이퍼 및 정책보고서 출간

연구성과 목록 

고영경(2021)

Family Firms, Directors' Remuneration, Expropri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Malaysia: Evidence From 

Non-Executive Directors' Service Duration Within The Remuneration Committee. (Intern‘l Journal of Business  

& Globalisation, Vol.28)

엄은희(2021) 장기화된 미얀마 위기, 중층적으로 읽기. 황해문화 111

육수현 외(2021)
가족초청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 탐색: 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실무자 인터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

학보 35 (2)

윤종석·최경희· 

이주현(2021)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함의. 아시아리뷰 11(2)

이지혁(2021) 미디어를 통한 종교적 실천: 인도네시아 샤리아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4(2)

이지혁(2021) 이슬람 주택금융의 이상과 현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례. 동아연구 40(1)

채수홍(2021) 컴플라이언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파업: Better Work Vietnam. 동남아시아연구 21(4)

최경희(2021) 지정학적 중간국 인도네시아 외교전략: 세 번의 지정학적 단층대 충돌과 선택. 국가전략 27(3)

최경희(2021) 인도네시아 '마카시드' 이슬람경제 추구: 자캇과 자캇노믹스 실천. 동남아시아연구 21(4)

최경희(2021) 인도네시아 스포츠산업 시장진출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성: 전문가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학회지

고영경(2021) <아세안 슈퍼앱 전쟁: 디지털 경제의 판을 흔드는 거대한 시장>. 페이지2북스

이지혁 외(2021) <국제지역과 글로벌 이슈>. 명인문화사

채수홍(2021)  <한인의 베트남 정착과 초국적 삶의 정치>. 도서출판 눌민

채수홍 외(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경희 외(2021) <아시아의 정치: 정치체제와 지역성>. 씨아이알

최경희 외(2021) <'2020 한류, 다음' 이슬람 문화권 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외(2021) <아시아와 북방, 문화접점의 확인: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다해

최경희 외(2021) <문답으로 알아보는 평화공공외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최경희 외(2021) <2021 동아시아전략평가>. 동아시아안보전략연구회

사람들

센터장: 채수홍(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고영경(사회과학연구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육수현(사회과학연구원), 이지혁(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최경희(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계은진(인류학과), 이소영(인류학과)

동남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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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인도 및 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구를 역사와 문화적 유

산에 대한 이해와 결합해 진행

＊ 팹랩, 스마트시티와 한류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및 국내에서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망 구축

＊ 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고양하기 위한 남아시아문화학교 등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연구성과 목록 

강성용·이명무· 

김윤호 외(2021)

COVID-19가 인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노동격차 확대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7(1) 

강성용(2021)
인도 스마트시티미션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의 고찰: 경제와 정치의 악순환 구조를 매개하는 재정 문제를 

통해 본 기반시설 조성 전략. 아시아리뷰 11(3)

김윤호·이명무(2021) 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25(2)

김윤호·이명무(2022) 지속가능한 디지털 제작 커뮤니티: 한·일간 팹랩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2)

사람들

센터장: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양호(아시아연구소), 신판석(아시아연구소), 최용주(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윤호(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명무(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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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시아센터

＊ 중앙유라시아 연구총서 발간을 위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 지정학적 중간국, 신북방정책 관련 세미나 및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핵심 이슈에 대한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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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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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목록 

고가영(2021) 소비에트 연방정부 수립에 대한 중앙아시아 엘리트들의 대응과 '민족-공화국' 경계 형성의 역학. 슬라브학보 36(4)

신범식(2021)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 아시아리뷰 11(2)

최아영(2021) 공유된 역사, 엇갈린 국경-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경계 논쟁. 숭실사학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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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최아영(한신대), 고가영(한국외대)

전임연구원: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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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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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및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문제와 관련 특별 기념 강연회 개최

＊ 한국 내 무슬림 이주민, 난민 이슈와 관련 한국문화인류학회와의 공동주최로 특별대담회 개최

＊ 주한 서아시아 대사 초청 강연 및 주한오만대사관 방문 

＊ Ritsumeikan University Asia-Japan Research Institute와 공동주최로 'The Multi-layered Dialogue between the Muslim 

Society and East Asian Cultures' 국제학술대회 개최

＊ 서아시아센터 첫 총서 <아랍의 봄 이후 10년(가제)> 집필

＊ 서아시아 지역 신진학자 연구모임(KYMR) 및 대학생 동아리 '엘 네피제(El-Naafidha)' 지원

＊ 무슬림 이주민, 난민들에 대한 국내 현지조사

연구성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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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S.(2021)
Islamophobia discourse via online rumors in Korea: ocusing on the rumor 'How Lebanon, which was a Christian 

country, became an Islamic country?' and the 'Taharrush Game'.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21(1)

구기연 외(2021) <메가 아시아 시대, 아시아 청년을 말하다>. 씨아이알

구기연 외(2021) <'2020 한류, 다음' 이슬람 문화권 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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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센터

＊ 베트남 관련 개별학제 전문연구와 학제적 연구: 베트남 전쟁 기억의 역린과 베트남의 대 한국 인식 연구(Do Thanh Thao Mien), 베트남 현지 

공장 노동생산성 최적화 방안 연구(윤종석, 이현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 탐색 연구(육수현)

＊ 베트남 관련 학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베트남 제13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산학연계 심포지엄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한국-베트남 경

제협력', 지역전문가 초청강연 '베트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법 변혁'

＊ 서울대학교 베트남포럼과 연계하여 베트남 관련 학계와 실업계 산학교류와 협력 추진: 산학연계 심포지엄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한

국-베트남 경제협력'

＊ 오리지널 데이터세트 구축 사업: 베트남 엘리트 데이터베이스 구축(베트남 공산당 제13기, 제12기 중앙위원회 위원 170명 전기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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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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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험도 상황판과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대시보드 제작, 매일 업데이트하여 공유

＊ 코로나19 극복과 백신을 둘러싼 국제비교연구 수행 및 국제학술회의와 국제세미나 주최, 정부와 언론사의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

＊ ASEAN 국가들의 개괄적인 정보와 보건환경 정보를 요약한 Factsheet을 제공하여 배포

＊ SAS 코리아와 MOU를 맺고 발전기금과 연구원 특별 워크숍을 지원받음

＊ 한국의 국가보고서 제작 및 출판

＊ 월드뱅크, IMF, UN 등 온라인에 산재한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목적에 따라 결합하고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매년 업데이트 및 제공

연구성과 목록 

고길곤(2021) 정책학에서 예측과 설명에서의 존재론, 인과론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 한국정책학회보 30(5)

고길곤·변영주(2021) 부패개념의 변화 및 부패연구 및 반부패 정책의 방향 탐색.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4)

고길곤·허정원·박정민

(2021)
대도시 코로나19 대응 비교: 확산양상과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2)

허정원·박선영·장효진· 

심우진(2021)

메가아시아 탐색을 위한 새로운 양적 지역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가능성: 국내 변수중심 지역연구를 중심으

로. 아시아리뷰 11(2)

홍민준·고길곤(2021) 보편적 건강보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3)

Ko, K., Park, H. H., Shim, 

D. C., & Kim, K.(2021)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apacity in Korea: Contemporary trends and lesson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87(2)

Huh, J. & Dubey, A.(2021)
COVID-19 vaccination campaign trends and challenges in select Asian countrie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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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 선정(2021.9.1~2027.8.31): 투기적 도시화 극복을 위한 공유적 도시전환 전략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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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오프라인 학술행사 진행(학술회의 2회, 콜로키움 2회, 국제 워크숍 1회, 월례연구회의 4회, 내부세미나 6회, 공동세미나 5회, 현장

답사 2회, 정책제안포럼 2회)

연구성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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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균·이승원 외(2021)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백일순(2021)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 엘피

신현방(2021)
'Theorising from where? Reflections on De-centring Global (South) Urbanism', <Global Urbanism: 

Knowledge, Power and the City>. Routledge

심한별 외(2021) '불 꺼지지 않는 대치동 학원가', <쉽게 읽는 서울사: 현대편 2>. 서울역사편찬원

황진태 외(2021) <한반도 에너지 전환: 탈탄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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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SDA 2.0으로 업그레이드 및 아시아연구소 3.0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

＊ 주요 조사자료 117건, 16,000여 조사자료변수 및 1,000여 자료이용문헌 등 DB 구축, 데이터 이용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KOSSDA 

데이터 페어, 방법론교육 워크숍, 논문경진대회, 오픈사회과학데이터포럼 등 다양한 학술활동 수행, 

＊ '비정형 데이터 관리 및 공유 방안 연구', 'KOSSDA 통계데이터 서비스 방안 연구', '오픈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학문자료센터 사

회과학분야 DB 구축 연구', ‘KOSSDA 방법론교육프로그램 개편 연구' 등 아카이빙 및 교육 관련 연구 수행

＊ 통계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스토리텔링하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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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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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ega cities in East Asia Seoul, Tokyo and Shanghai in the Past and Present>. Dukjin Chang, Daishiro 

Nomiya, Haidong Zhang (eds.)(2021). Chuo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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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자료원

＊ 동아시아의 국가 개발협력 정책 비교연구 수행

＊ 아시아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 ODA의 결정적 순간들: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콜로키움 개최

＊ '수원국의 ODA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 아시아 중점 3국 비교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 '국제농업개발협력의 기회: 글로벌하이테크농업 네트워크(GHAN) 구축을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1 ASEM MOOC 관계자 포럼에 참여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MOOC과 고등교육의 역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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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목록 

정다정(2021)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태국 북부 고등교육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31(3)

송지연(2021)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Southeast and South Asia: Strateg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8(1)

사람들

디렉터: 권혁주(행정대학원)

공동연구원: 송지연(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 정다정(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최윤빈(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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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생존의 기로: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출간(서울대출판문화원, 2021년 10월)

＊ 월례 세미나 총 7회 개최

＊ 한·미 전문가회의(Korea-U.S. Dialogue on U.S.-China Relations) 4회 개최(2021년 3, 4, 10, 11월)

＊ 제10차 한·일 중국정세 대화 개최(2021년 11월)

＊ '중국군의 지능화 개혁'을 주제로 한 워크숍 진행

연구성과 목록 

정재호(2021) <생존의 기로: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헌준(고려대), 이민규(서울연구원)

연구보조원: 박나영(정치외교학부)

미-중관계 프로그램

＊ 글로벌 미래지구 플랫폼 분석, 구조조정 및 글로벌 사무국 허브 리뷰팀 참여

＊ 글로벌 지속가능성·연구·혁신 총회 2021에서 '생태-사회시스템 건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허브 구축: 도넛 삼중고 비저니어

링' 대안 세션 주관

＊ 국제 워크숍 '한국과 메콩 국가 간의 COVID-19 발병 통제에 대한 경험, 모범 사례 및 교훈 공유' 태국 출라롱꼰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주관

＊ 한·중·일 연구재단 동북아 국제심포지엄 '동북아 미래지구에 대한 접근: 기후변화와 그 영향' 초청 발표 및 '동북아 생태학과 사회에 미

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세션 주관

＊ 숲과나눔재단 환경포럼 '아시아와 환경' 국제 특별세션 공동운영

＊ 서울연구원-아시아연구소 공동기획 '전염성 질병시대 대도시 방역과 도시전환 전략' 북챕터 게재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특별호 '농림기상학의 재고: 대전환' 편집 및 논문 게재

연구성과 목록 

김준(2021) 비저니어링: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이나 등한시된 프레임워크. 한국농림기상학회지 23(4)

김준(2021)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학: 21세기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일곱 가지 방법' Chelsea Green Publish-

ing(2017), 한국농림기상학회지 23(4)

김준 외(2021) 한국 김제의 벼 경작 시스템의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기반의 평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23(4)

김준·양현영(2021)
북챕터 12장: 대도시 코로나19 대응시스템 비교: 회복성, 복잡성 그리고 전환. <전염성 질병시대 대도시 방역과 

도시전환 전략>. 서울연구원

양현영 외(2021) 광릉 낙엽활엽수 노령림의 CO2 수지 역학: 15년 관측으로부터의 교훈. 한국농림기상학회지 23(4)

엄은희·배경민(2021)
북챕터 8장: 메트로마닐라의 코로나19: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중앙정부의 대응. <전염성 질병시대 대도시 방

역과 도시전환 전략>. 서울연구원

사람들

디렉터: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공동연구원: 윤순창(서울대 명예교수),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정다정(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양현영(농림기상학협동과정), 차지현(지리학과)

미래지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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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in East Asia and Aftermath: Re-globalization, Democracy and Civil Society',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의 연구자들 

참여로 동아시아 지역의 COVID-19 대응을 중심으로 세계화,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문제를 논하는 국제학술회의 2회 개최

＊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연구를 주제로 하는 아시아시민사회 워크숍 시리즈 총 6회 개최

＊ 도요대학교 GIC와 사회적 혁신을 주제로 하는 공동 워크숍 총 8회 개최

＊ 도시샤대학교와 생태 환경, 시민참여, 공동체 등을 주제로 한 공동 워크숍 개최

연구성과 목록 

임현진(2021) 공정과 통합, 스마트한 리더십이다. 철학과 현실 131

林玄鎭(2021) 韓國學全球化的戰略方法論: 基幹韓流經驗的硏究. 當代韓國 110

임현진(2021)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포풀리즘의 도전과 지방자치의 과제. <한국정치학과 세계정치학의 미래>. 뿌쉬낀하우스

임현진·박홍규(2021) 남북관계와 공동올림픽 추진: 물 건너간 과제의 복기. 대전환기의 한국 <민주정치>. 중앙books

임현진·서문기·윤상우· 

황석만(2021)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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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해원(사회학과)

시민사회 프로그램

＊ <Covid-19 위기와 제도> 저술 프로젝트 결과 COVID-19 and Governance: Crisis Reveals 출간(2021, Routledge)

＊ 국내 학술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개최

＊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연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베트남의 발전경

로 비교분석

＊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분석 및 유형화: 국가기구의 응집성, 관료적 자율성, 국가/사회경제세력 협력, 외부적 힘, 발전패러다임 이념의 

공통적 요인 주목: 발전적 레짐(한국, 대만, 일본), 유사발전적 레짐(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약탈적 레짐(필리핀, 미얀마, 북

한), 재구성되는 발전적 레짐(한국, 대만, 일본), 중국(베트남)

＊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 연구: 국가-사회관계, 정부의 역할, 산업구조 변화 등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

해 이론적으로 서유럽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비교정치경제학의 지평 확대

연구성과 목록 

Pieterse, J. N., Lim, H., & Khondker, 

H. (Eds.)(2021)
<COVID-19 and Governance: Crisis Reveals>. Routledge.

사람들

디렉터: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윤상우(동아대), 이왕휘(아주대), 이승주(중앙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연구보조원: 신주영(정치외교학부)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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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新)자료를 이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학술회의 1~4회 개최

＊ 일본 목간과 중국 고문자 전문가 초청 강연

＊ 동서양 법률문화 비교연구 세미나

＊ <岳麓秦簡> 역주서 발간을 위한 세미나 

＊ <논어> 세미나

사람들

디렉터: 김병준(동양사학과)

공동연구원: 김지현(종교학과), 이정환(미학과), 이주현(동아대), 황선엽(국어국문학과)

연구보조원: 김지은(동양사학과), 방윤미(동양사학과), 안미혜(동양사학과)

아시아의 지적가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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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연구함

＊ '아시아 세계'를 연결했던 고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고대 아시아 세계에서의 '교류와 '선택> 국내 학술회의 개최(2021.5.20) 및 학

술논문 발표(3편)

＊ 환동해 교류사 연구: 환동해 연구 데이터 축적을 위한 국내 지역 답사 수행(강원도 동해안 일대, 2021.7.4~5) 및 학술논문 발표(1편)

＊ 연구 네트워크 구축(국내 전문가 초청강연 1회, 해외 전문가 초청강연 1회) 

＊ 홈페이지 구축(http://sub.snuac.ac.kr/ecawp/)

연구성과 목록 

고일홍·최영은·한지선(2021) 선사 및 고대 울릉도의 역사지리적 위치 검토: 환동해 교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1

사람들

디렉터: 권오영(국사학과)

공동연구원: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전임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연구원: 고은별(고고미술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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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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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을 기재. 서울대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

3/4-3/5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세미나> 국가보고서 웨비나: 개발도상
국의 인사행정

김범(서울대)

김주란(서울대)

Alejandra Villacorta(서울대)

Andi Bayu Wiraditya Pawi(서울대)

Elmir Mazahir Aghayev(서울대)

Jean David De Jesus Adon(서울대)

Maria Emilia Alvarez Lezcano(서울대)

Najeebullah Khan(서울대)

Omnia Shaban Ibrahim(서울대)

Pearl Offeibea Twum(서울대) 외 12명

3/5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
교 비교 연구: 서부 유라시아

김규남(Univ. of Warsaw)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윤민우(가천대)

최경준(제주대)

3/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23
회 콜로키움

양준호(인천대)

3/5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A Multi-Level Analysis of 
Innovative Korean SME Activity

Douglas Gress(지리교육과)

3/10 

동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한인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사: 도전을 넘어 상생으로

채수홍(아시아연구소)

엄은희(아시아연구소)

김문환(재인도네시아한인회)

신성철(데일리인도네시아)

사공경(한인니문화연구원)

조연숙(데일리인도네시아)

3/12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
교 비교 연구: 중부 유라시아

박정후(아시아연구소)

강봉구(한양대) 

이지은(한국외대) 

정세진(한양대) 

황성우(한국외대) 

3/1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24
회 콜로키움

이용권(산림청)

진선필(아시아산림협력기구)

3/16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제1회 신(新)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학
술회의

김용찬(전북대)

Haobo Huang(Wuhan Univ.)

Xianyun Yang(Wuhan Univ.)

Wei Chen(Wuhan Univ.)

3/17 

서아시아센터, 아시아브리프, HK+메가아

시아연구사업단

<특별강연> 아브라함 평화 협정의 장래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UAE 대사관)

Akiva Tor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3/17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국내학술회의>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유경원(상명대)

유명순(보건대학원)

한준(연세대)

3/1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
교 비교연구: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김찬완(한국외대)

박현도(명지대)

백우열(연세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유달승(한국외대)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정상렬(명지대)

지연정(한국외대)

최윤정(세종연구소)

3/23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화웨이 상황과 한국의 대응

이재홍(전기정보공학부)

3/25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CSO - Government Aid 
Agencies Partnerships in Japan

Akio Takanayagi(Ferris Univ.)

3/26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
교 비교연구: 동남아시아

김용균(정치외교학부)

김형종(연세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신재혁(고려대)

윤진표(성신여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3/30 

동북아시아센터, 아시아지역정보센터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
19 백신의 정치경제: 현황과 이슈

서정경(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김수진(Nanyang Technology Univ.)

김순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재형(방송통신대)

정재훈(가천대)

Ador Torneo(De La Salle Univ.)

Chun-Yuan Wang(Central Police Univ.)

Niranjan Sahoo(Observer Research 

Foundation)

3/3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치적 신호
와 국제사회의 압력

김대욱(성균관대)

3/31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베트남 기업환경과 한국기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유영국(NICE Retail Vietnam)

4/2 

베트남센터 

<국내학술대회> 베트남 제13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육수현(아시아연구소)

박동휘(한경신문)

백용훈(단국대)

이한우(서강대)

장진(KOTRA)

4/6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세미나> 아시아와 유럽의 코로나19: 
행정의 도전과 과제 Ⅰ

고길곤(행정대학원)

Marti Mätas(주한 에스토니아대사관)

4/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Global Refugee Issues 
and the Role of UNHCR

James Lynch(UNHCR)

4/9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이
슬람주의자 정당의 정치동원: 복지정의
당을 중심으로

박정훈(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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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개도
국의 발전을 위한 로컬의 재조명: 한국·
일본·대만의 토지개혁과 상호책무성을 
중심으로

김보경(국제대학원) 

4/14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한류 장르의 융복합 구상과 
실천방향

정오현(창원시정연구원)

4/15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바
라본 다문화 사회의 전개와 젠더 통합적 
감수성 증진 방향

최진희(아시안허브)

4/16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HK+메가아시아연구

사업단, 동북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대회> 미얀마 위기의 장기화: 
심층적 이해와 변화하는 아시아

박은홍(성공회대)

원동욱(동아대)

장준영(한국외대)

4/16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서울대 아시아개

발연구소

<콜로키움> 일본 ODA의 결정적 순간들: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Jin Sato(동경대)

4/1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Spatial-economic 
transformation and possible futures 
in rural Southeast Asia

Edo Andriesse(지리학과)

4/2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고
전 랍비 문헌(Classical Rabbinic 
Literature): 미쉬나 (Mishnah) 연구

최창모(건국대)

4/20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바이든 시기의 미·중관계: 시
론적 전망

정재호(정치외교학부)

4/2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25
회 콜로키움

최시현(연세대)

4/21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Does Inter-village 
Competition Promote Social Capital? 
Experimental Evidence from Two 
Countries

김부열(환경계획학과)

4/2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레바
논의 공교육 분야 정책 실행의 한계: 시
리아 난민 아동 교육을 중심으로

이경수(한국외국어대)

4/2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고지도의 발전 과정과 세계 이해

최창모(건국대)

4/28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도네
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현지화 전략

하승창(아우름 컨설팅)

4/29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Everyday Politics and 
Social Innovation Towards A Light 
Community

공석기(아시아연구소)

5/4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Literary Flourish in the Adjudication 
of Homicide Cases: Analyzing the 
Structure and Purpose of Closing 
Statements (palsa) and Decision 
Statements (chesa) in late Chosŏn 
Inquest Records(kŏman)

Tony Qian(Fulbright U.S. Scholar)

5/6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CSR의 개념과 이론

장승권 (성공회대)

5/7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학술회의

박수진(지리학과)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강정원(인류학과)

조진곤(운남사범대)

허용호(한예종)

차보영(아태무형유산센터)

홍석준(목포대)

김형준(강원대)

김경학(전남대)

박상미(한국외대)

임경택(전북대)

권혁희(강원대)

이평래(한국외대)

5/8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일본 고대목간의 이모저모- 
일본 고대목간의 분류 및 내용

방국화(경북대)

5/10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Race for Second Fiddle: Midterm 
Appraisals on Central Leaders of China

이종혁(난양이공대)

5/10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중국의 군민융합과 미·중관계
에의 함의

이동민(단국대) 

이상국(국방연구원) 

5/1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아세
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와 신남방정
책 플러스

이요한(연세대)

5/13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KOTRA 글로벌 CSR+ESC 
지원 사업과 주요 성과

이영희(KOTRA)

5/13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다
자개발은행(MDB)을 중심으로

설지인(아시아연구소)

5/14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Understanding 
and designing sustainable 
neighborhoods in Seoul and 
Shanghai: A tale of two cities

Steven Jige Quan(환경대학원)

5/14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26
회 콜로키움

고민경(경북대)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5/14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아시아

센터, Ritsumeikan Univ. Asia-Japan 

Research Inst

<국제학술회의> The Multi-layered 
Dialogue between the Muslim 
Society and East Asian Cultures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심두보(성신여대)

엄익란(단국대)

Amalia N. Andini(Brawijaya Univ.)

Ichiro Ozawa(Ristumekian Univ.)

Toriyama Junko(Ritsumekian Univ.)

5/15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Korean Citizen’s Response 
and Engagement to Covid-19: 
Challenges to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Governance

공석기(아시아연구소)

5/1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유물로 본 발해와 중부-중앙
아시아의 교류

정석배(한국전통문화대)

5/20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우리기업이 그리는 베트남 
CSR 확동의 미래 그림과 역할: 베트남 
경제 사회 환경 변화와 CSR 

정혜영(건국대)



 252021 연차보고서

6/1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한·중관계, 어디로 가고 있는
가? 평가와 제언

문흥호(한양대)

유상철(중앙일보)

지만수(금융연구원)

6/1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
출에 따른 갈등과 적응

박배균(지리교육과)

김재영(경제학부)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육수현(아시아연구소)

Le Thi Thu Giang(하노이국립대)

Nguyen Thi Phuong Mai(호치민국립대)

신유민 (한국국제교류재단)

장진(KOTRA Academy)

Nguyen Thi Thu Huong(하노이국립대)

Mai Kim Chi & Nguyen Thi Ly (호치민국

립대)

Le Thi Viet Ha (하노이국립대)

김병식(호치민국립대)

6/1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Imagination Matters: 
Plausible Spatial Futures for a 
Reconciled Korean Peninsula

Annie Pedret(디자인학부)

6/3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국제도시개발협력의 기회: 
UN-Habitat 다자협력 사례 중심

이주현(환경대학원)

6/4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세미나> 아시아와 유럽의 코로나19: 
행정의 도전과 과제 Ⅱ

Elmir Mazahir Adhayev(행정대학원)

Jörg Michael Dostal(행정대학원)

Wasantha Sri Lal Weerakoon 

Gamage(행정대학원)

Pavel Leshakov(주한 러시아대사관)

6/5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Regional Innov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Strategy of 
Municipalities

Naoki Fujiwara(Otemon Gakuin Univ.)

6/5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너도 나도 일본 목간 전문
가?!- 일본 목간 데이터베이스 및 보고
서 사용

방국화(경북대)

6/8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사회
적으로 스마트한 네 도시 이야기

이주현(환경대학원)

6/10 

미래지구 프로그램, 아시아브리프

<특별강연> 한국 녹색외교의 미래: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유연철(외교부)

6/10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태국 북부 생태농업 운동의 
확산과 지식 형성: 시민사회-대학-농민
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다정(아시아연구소)

6/12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Combating Racism in Civi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6/14 

미래지구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Building Asia-Pacific 
Regional Hub for Ecological-Societal 
Health: Visioneering the Doughnut 
Trilemma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윤민지(서울대)

서희권(World Bank)

한두리(Korea Food for the Hungry Int'l)

Ei Sandi Sett(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Fumiko Kasuga(Future Earth)

Samiul Talucder(Sylhet Agricultural Univ.)

Sandeep Maharaj(Planetary Health Alliance)

5/22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Creative Public Space Design 
in Japan under Post COVID-19

Hajime Imamura(Toyo Univ.)

5/22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일본 목간학 접근- 일본 고
대목간의 연구사 및 연구현황

방국화(경북대)

5/2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ESG 
금융 부상을 배경으로 한 유엔의 국제투
자- 지속가능한 개발 넥서스

이수현(Sweden Lund Univ./UNDP)

5/27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소광우(한국중부발전)

남연우(한국중부발전)

5/27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농업,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
현하는가? 전북의 사회적농업 발전과 
과제

조원지(전북연구원)

5/29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Escape from 
Developmentalism: Forging Political 
Inventions for Modernizaing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김태균(국제대학원)

5/29 

동북아시아센터,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워크숍> What we learned from 
COVID-19?

고길곤(행정대학원)

Aya Okada(Tohoku Univ.)

Haibo Zhang(Nanjing Univ.)

Wei-Ning Wu(San Yat-Sen Univ.)

6/1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인도 
자동차부품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전략과 한국기업의 활용 방안

최동석(광주경제자유구역청)

5/20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 고대 아시아 세계에서
의 '교류'와 '선택'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고은별(고고미술사학)

김병준(동양사학)

이우섭(국립청주박물관)

5/20 

시민사회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East Asia in the Post 
COVID-19 Era: Re-Globalization, 
Democracy and Civil Society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익기(동국대)

김태균(국제대학원)

임혜란(정치외교학)

양종회(성균관대)

이왕휘(아주대)

임혁백(고려대)

Michael Hsiao(Academia Sinica)

Minh Huu Nguyen(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Tatsro Niikawa(Doshisha Univ.)

5/21 

동남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사람 중심’ 신남방정책
의 성과와 과제: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
한 나라

박수진(지리학과)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정다정(아시아연구소)

육수현(아시아연구소)

전제성(전북대)

안병화(신남방특위)

김준형(국립외교원)

남한길(EBS)

배경민(필리핀국립대)

한동만(국립외교원) 외 7명

5/2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국공간환경학회

<국내학술회의> 아시아도시사회센터-한
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코로나 
뉴노멀 시대, 노멀(normal)에 대해 묻다

백일순(아시아연구소)

박인권(환경대학원)

손정원(런던대)

신혜란(지리학)

정현주(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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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에 따른 일상생활 및 공간의 변화

Do Thanh Thao Mien(아시아연구소) 

김현정(서울대 베트남포럼 회장)

Luu Tuan Anh(하노이국립인문사회대)  

조연미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신유민 (한국국제교류재단) 

Nguyen Thi Phuong Mai(호치민국립대)

김도혜(덕성여대)

Nguyen Thuy Giang(하노이국립대)

Le Hoang Bao Tram(호치민대)

Nguyen Thi Phuong Thao(호치민시 방송

통신대)

Nguyen Thi Tham(베트남사회과학원)

6/16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혁신과 창조의 출발점, 수원 
스마트시티

김선희(수원시정연구원) 

6/19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Local Tourism Strategies 
for Expanding Globally in a World 
Heritage Site

Shoko Iwata(Otemon Gakuin Univ.)

6/21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이방인 군주제와 오스트로네
시아어족의 문화

송승원(한국외대)

6/23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동아문화연

구소 

<콜로키움> 중국 황토고원과 의료선교
의 한 형태: 미국 칼턴 칼리지 당안관 사
료를 중심으로

윤성주(Carleton College)

6/25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워크숍> 수원국의 ODA관리 체계에 대
한 연구: 한국의 아시아 중점 3국(라오
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비교사례를 중
심으로

송지선(이화여대)

신원규(Ilia State Univ.)

한승헌(한국행정연구원)

6/29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제2회 신(新)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학
술회의

김병준(동양사학과)

Youzu He(Wuhan Univ.)

7/1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Asia Migration Workshop

Minkyung Koh(Kyungpook Nat'l Univ.)

HaeRan Shin(SNUAC)

Thi My hang Bui(SNUAC)

Chieh Hsu(NTUGARC)

Pei-Chia Lan(NTUGARC)

Yen-Fen Tseng(NTUGARC)

HyunJoo Jung(SNUAC)

Jungwon Huh(SNUAC)

Wako Asato(Kyoto Univ.)

Yasmin Ortiga(Singapore Management 

Univ.)

Pei-Chia Lan & Yu-Wen Wang 

(NTUGARC)

7/7 

미래지구 프로그램, 출라롱콘 대학교

<국제학술회의> Sharing of 
experiences,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in controlling 
COVID-19 outbreaks between ROK 
and Mekong countries - Online 
project kick-off meeting

박수진(지리학과)

이욱현(주태국대사)

Arunrung Phothong 

Humphreys(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iland)

Naulnoi Treerat(Chulalongkorn Univ.)

Suriyan Vichitlekarn(Mekong Ins’t)

7/10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콜로키움> Bees, Pirates, and 
Cannibals: The Legal Fictions of 
Roman Controversiae

Tony Qian(아시아연구소)

7/15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아시아센터

<워크숍>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

박단(서강대)

7/15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Pre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Tony D. Qian(아시아연구소)

7/15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에너
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성진석(러시아 가스 연맹)

7/15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실크로드피아와 디지털 
전북학: 교류와 이동의 융복합적 연구

박수진(지리학과)

심우진(아시아연구소)

박선영(아시아연구소)

정요근(국사학과)

박진서(국사학과)

배재호(국사학과)

이정덕(전북대)

김미라(전북대)

조대연(전북대)

강은향(전북대) 외 7명

7/15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아프리카를 다시보자: 디지
털 혁신

여운기(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7/1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특별강연> <한반도 에너지 전환: 탈탄
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 출간기념 북콘서트

진상현(경북대)

염광희(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이헌석(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김윤성(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성숙(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김동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7/1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장기 19세기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과 태평양 세력들의 부상

유성희(아시아연구소)

7/19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KF Global eSchool SNU 
Program Global Partners Workshop 1

Jong-Cheol Kim(SNUAC)

You Jae Lee (Univ. of Tübingen)

Kyung Min Bae (Univ. of the Philippines 

Korea Research Center)

Minsung Kim-Vivier (Bordeaux 

Montaigne Univ.)

Guydeuk Yeon (Christ Univ.)

Chang Won Choi (Nat'l Univ. of East Timor)

7/2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특별강연> 서울이라는 방법: 서울 ㅇ
ㅇ을 켜라!

소준철(아시아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최혁규(청계천 기술문화연구실 연구원)

7/24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콜로키움> Literati and Legal Culture 
as Reflected in Tang Marriage 
Judgements

Tony Qian(아시아연구소)

7/26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KF Global eSchool SNU 
Program Global Partners Workshop 2

Ha Minh Thanh(Vietnam Nat'l Univ. 

Hanoi)

Mai Kim Chi (Vietnam Nat'l Univ. Ho Chi 

Minh City)

Michelle Palumbarit (Univ. of the 

Philippines Asian Center)

Jaok Kwon (Heidelberg Univ.)

Evgeniia Kolodina (Irkutsk State Univ.)

Olga Tyan (Tomsk State Univ.)

7/28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의 관계
와 흐름

허정원(아시아연구소)

김용균(정치외교학부)

박원호(정치외교학부)

이재열(사회학과)

임동균(사회학과)

서찬석(중앙대)

설동훈(전북대)

손윤규(와세다대)

장원호(서울시립대)

7/28 

아시아의 문명 교류 프로그램

<특별강연> The funerary networks of 
central Italy in c. 1000-31 BC: ANT, 
SNA, UCINET and Netdraw in the 
study of cultural contacts

Ulla Rajala(Univ. of Oulu)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고일홍(아시아연구소)

손재현(아시아연구소)

안재원(인문학연구원)

박준영(국사학과)

김진오(고고미술사학과)

배상현(고고미술사학과)

조미래(고고미술사학과)

하대룡(고고미술사학과)

장한정(국사학과)

조현서(서양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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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동아시아 인류세와 국가: 인간 
너머의 국가 이론에 대한 다학제적 토론

황진태(아시아연구소)

김준수(카이스트)

이강원(인천대)

최명애(카이스트)

박지훈(중앙대)

8/10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질서에 미
치는 영향

윤민우(가천대)

8/12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Marriage Disputes 
and Legal Judgments in Early and 
Medieval China

Qiaomei Tang (Grinnell College)

Tony D. Qian (SNUAC)

8/1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울대 동아

문화연구소

<북토크> 옐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
과 동아시아

강태웅(광운대)

백영서(연세대)

신현준(성공회대)

조영한(한국외대)

조영헌(고려대)

8/19-8/2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동아시아포용도시네

트워크, ICN-Japan, ICN-Taiwan, 오사카

시립대 도시연구플라자, 서울주택도시공

사,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연구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성동구, 시·시 ·한연구소, 한국

공간환경학회

<워크숍> 제10회 동아시아포용도시네
트워크 워크숍: COVID-19 시대, 사회
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8/24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중국 접경 협력 현황과 시사점: 
광시 핑샹과 베트남 동당을 중심으로

이현태(인천대)

8/2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제학술회의> Asia in Data: Exploring 
Innovative Method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or Asian Studies

Jungwon Huh(SNUAC)

Ilhong KO(SNUAC)

Heonik Kwon(SNUAC)

Soojin Park(Dept. of Geography)

Woojin Shim(SNUAC)

8/27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2021 SNUAC-Doshisha 
Joint Workshop

조원지(전북연구원)

조은미(협동조합 한강)

Shigeru Imasato(Doshisha Univ.)

8/28 

HK+Mega-Asia Research Project

<국제학술회의> #Watching_Myanmar 
in Korea: History and Trends in 
Korean Civil Support to Myanmar 
Anti-Coup Protest

Ilhong KO(SNUAC)

Jungwon Huh(SNUAC)

Heonik Kwon(SNUAC)

Eunhui Eom(SNUAC)

May Kay Khine(College of Business)

8/30 

서아시아센터, 다양성+ASIA

<특별강연> 탈레반 복귀 이후 아프가니
스탄 내외 역학관계

인남식(국립외교원)

9/4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목간 고문자 분석을 통한 
중국 문화 연구의 새로운 모색- 『시
경ㆍ관저』 신해석 

김정남(단국대)

9/8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아시아센

터, 한국문화인류학회, 서울대학교 인류학

과 BK21교육연구단

<워크숍> 한국 사회는 무슬림 난민과 이
주민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가?

구기연(아시아연구소) 

백일순(아시아연구소) 

김현미(연세대)

이소훈(경북대) 

전의령(전북대)  

채수홍(인류학과) 

9/10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메가아시아와 역내포괄
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전과 쟁점

김양희(국립외교원)

박종희(정치외교학부)

오수현(KIEP)

9/14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제3회 신(新)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학
술회의

김병준(동양사학과)

Miyake Kiyoshi(Kyoto Univ.)

Tingting Ji(Wuhan Univ.)

9/16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제11회 KOSSDA 데이터 페
어: 우리가 청소년을 알아가는 방법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법래(세명대)

오인수(이화여대)

최윤(서강대)

9/1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Sex Crime and Gendered 
Subjects: A History of Adultery Law in 
Korea

김지수(조지워싱턴대)

9/24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s in Hong Kong

NG Vitrierat Sophia(THEI)

9/28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대만 무력사태와 한국: 시나리
오와 평가

이진형(전 국방부)

최우선(국립외교원)

9/29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아세안 진출 지렛대 국가, 왜 
태국인가?

전창관(랑싯대)

10/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위성영상과 모델링을 활용한 
북한연구: 1990년대 북한 대기근 연구
를 사례로

안유순(국토문제연구소)

10/13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아시아 속의 한국 불교: 보편성
과 특수성

최연식(동국대)

10/13 

동북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코로나 이후,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들

서정경(아시아연구소)

이명무(아시아연구소)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권오영(국사학과)

백지운(통일평화연구원)

조관자(일본연구소)

10/14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Organizing a Changemaking 
Pathway: Social Venture Movement 
in South Korea

김영춘(UNIST)

10/14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Women’s Violence, 
Family, and Society in Late-19th-
Century Korea: Reading Women’s 
True Stories in Inquest Records

박소현(성균관대)

10/15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중앙아시아 경계 형성
의 기원과 동학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양승조(숭실대)

정재원(국민대)

고가영(한국외대)

박철현(국민대)

최아영(한신대)

정세진(한양대)

10/1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그 많
던 ‘중립’은 어디로 갔을까?: 냉전기 남
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김도민(강원대)

10/20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BTS와 Netflix 이후의 한류: 
새로운 이슈와 전망

홍석경(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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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비교와 지역으로 보는 베트
남 역사의 멀고도 가까움

윤대영(아시아연구소)

11/5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지속과 변화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이정환(정치외교학부)

서지원(아시아언어문명학부)

지주형(경남대)

최필수(세종대)

윤상우(동아대)

이승주(중앙대)

이왕휘(아주대)

11/8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한국의 정체성과 외교·안보 
대전략

하용출(서울대 명예교수)

11/9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The 
Banner Years: Art, Spectacle, and 
Politics in the Inter-Korean Marches 
for Reunification of the Early 1990s

Douglas Gabriel(Getty/ACLS 

Postdoctoral Fellow)

11/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21세기 메가아시아 형성의 동
력,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 (3)

최경희(아시아연구소)

김효섭(아시아연구소)

이준구(한양대)

11/10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스마트시티 전략과 공간 정보

사공호상(국토지리정보원)

11/2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미·중 경쟁과 신통상 질서: 
CPTPP vs. RCEP

박종희(정치외교학부)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21세기 메가아시아 형성의 동
력,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 (2)

강성용(인문학연구원)

김일년(경북대)

최경준(제주대)

11/3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해양과 메가아시아 2차 워크숍

고일홍(아시아연구소)

유성희(아시아연구소)

권오영(국사학과)

박준영(국사학과)

여운경(아시아언어문명학부)

주경철(서양사학과)

강희정(서강대)

김규호(공주대)

김종호(서강대)

송승원(한국외대)

이민용(서강대)

11/3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사회적가치 연구의 융합성에 
대하여

정명은(사회적가치연구원)

11/4-11/5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동북아시아센터

<국제학술회의> Asia-China Dialogue 
2021: Toward A Peaceful and 
Brighter Future

Heonik Kwon(아시아연구소)

Jongseok Yoon(아시아연구소)

Jeong Kyung Seo(아시아연구소)

Akio Takahara(Univ. of Tokyo)

Cu Chi Loi(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Evi Fitriani(Univ. of Indonesia)

Saddam Hussein(Pakistan Inst of 

Development Economics)

Yohanese Sulaiman(Jenderal Achmad 

Yani Univ.)

Yongtao Gui(Peking Univ.)

Farkhod(Non-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ion)

Yose Rizal Damuri(Center for Strategic 

and Int'l Studies)

Zhaohua Dong(Peking Univ.) 외 13명

10/2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Duke 

Kunshan Center for the Study of 

Contemporary China

<국제학술회의> “Mega-Asia" and 
Enhanced Connectivity of Asia(s)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유성희(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10/29~30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Social Transformation 
in Asia: Before and After COVID-19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얀 네데어빈 피터세(캘리포니아대)

장이(중국사회과학원)

제프리 브로드벤트(미네소타대)

조성남(이화여대)

로렌스롤(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10/2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21세기 메가아시아 형성의 동
력,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 (1)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이창주(아주대)

성원용(인천대)

10/29 

아시아연구소

<워크숍> 한국인의 아시아 정체성에 관
한 설문 조사와 올해 아시아 10대 이슈 
분석을 위한 사업 검토

이명무(아시아연구소)

11/1-11/4 

미래지구 프로그램, 출라롱콘 대학교

<국제학술회의>Sharing of 
experiences,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in controlling 
COVID-19 outbreaks between ROK 
and Mekong countries - Thailand 
Virtual Workshop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정다정(아시아연구소)

Naruemon Thapchumpon 

(Chulalongkorn Univ.)

Nualnoi Treerat (Chulalongkorn Univ.)

Panachit Kittipanya-ngam (ZTRUS)

Saroj Ativitavas (Wisible Company Limited)

Soawapak Hiniov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10/20-10/2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부산외대 중

남미지역원, 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

문화연구소, HK+국가전략사업단, 중남미

연구소 HK+사업단

<국내학술회의> 동과 서 문화와 문명 만
남의 오백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국
적 협력과 소통

고일홍(아시아연구소)

박수진(지리학과)

윤대영(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강지선(한국외대)

강진석(한국외대)

구경모(부산외대)

김기선(한국외대)

김용환(경상대)

김윤경(한국외대)

10/21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나의 시민운동론: ‘새로운 사
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에서 ‘시민의식
과 시민참여’를 거쳐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까지

정수복(사회학자)

10/2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시티
팝과 아시아적 도시감성의 탄생: 일본, 
홍콩, 타이완, 한국을 중심으로

김은영(Stanford Univ.)

10/27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미래지구프로그램

<콜로키움> 국제농업개발협력의 기회: 
글로벌하이테크농업 네트워크(GHAN) 
구축을 중심으로

김창길(농경제사회학부)

10/27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특별강연> 장기 코로나 시대, 아시아 도
시의 경험과 과제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강성용(인문학연구원)

박철현(국민대)

손정원(런던대)

손창우(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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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아시아의 지

적가치 프로그램

<특별강연> 유토피아, 유럽 근대의 기획

주경철(서양사학과)

11/23 

HK+메가아시아사연구사업단, 서아시아센

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특별강연> 2021 Introduction of 
Oman: Past and Present

H. E. Zakariya Al Saadi(주한 오만 대사관)

11/23 

외교부,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제12회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강상인(한국환경연구원)

이수경(녹색기술센터)

11/23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중앙
유라시아 쿠르간을 통해 본 초원문화 네
트워크

유병록(아시아연구소)

11/23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
립 평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심포지엄

박수진(지리학과)

박배균(지리교육과)

정성헌([사]한국DMZ평화동산)

이용권(산림청)

이정훈(경기연구원)

이상호(국민대)

11/25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아세
안의 그린 인프라 투자 동향: 필리핀 사
례를 중심으로

한동만(국립외교원)

11/16 

미래지구 프로그램, 숲과나눔재단

<국제학술회의> Waste to Resources: 
New Lifestyle for Climate Citizens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주은(알맹상점)

홍소영(용기마켓)

Khor Sue Yee(Zero Waste)

Pushpa Stahpit(Upcycle)

11/17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태국
의 국적법 ,주민등록법 개현과 그 시사점

한유석(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11/19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2021 ICAS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2: 레이디 크레딧

김주희(덕성여대)

11/19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국공간환경학회

<국내학술회의>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진영(지리학과)

손정원(런던대)

11/19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네덜란드 식민지배와 “인도
네시아”의 등장

여운경(아시아언어문명학부)

11/19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21세기 메가아시아 형성의 동
력,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 (4)

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충열(고려대)

심두보(성신여대)

11/11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2021 ICAS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1: 하이브리드 한
의학

김종영(경희대)

11/11-11/1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AsIA 지역인

문학센터

<국내학술회의> 덩실덩실 AsIA 문화축
제- 인도네시아: 누산따라에서 상상의 
공동체로

박수진(지리학과)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유병록(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권오영(국사학과)

김예겸(부산외대)

박광우(부산외대)

박태성(인도네시아 대사)

사공경(한인니문화원)

송승원(한국외대)

Zelda Wulan(주한 인도네시아 대리대사)

11/11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Tackling Gender-Based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outh Korea

Karen Thornber(Harvard Univ.)

11/12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베트남 현대사 속의 분단, 전
쟁 및 통일

이한우(서강대)

11/15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동남아시아센

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VIP신흥지역연

구사업단

<북토크> 아세안 디지털이 가져온 지형
의 변화, 『아세안 슈퍼앱 전쟁』

최경희(아시아연구소)

고영경(사회과학연구원)

11/16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비판
적 교수법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외국어 
교사의 인식 및 요구 탐색: 동아시아 지
역의 사회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최호중(Princeton Univ.)

11/10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2021 CAUS 콜로키움 시리
즈 1. 공유도시 플랫폼- 첫 번째 국내 모
빌리티의 사회공간적 특성

윤신희(고양시정연구원)

11/10  

베트남센터

<특별강연> 베트남 대외환경 변화에 따
른 노동법 변혁 

박재명(한국외대)

11/10-12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아시아 문화유산의 트렌드: 대
내외적 관점

조민재(아시아연구소)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Alison Carter(Oregon Univ.)

Alicia Stevens(Univ. of Cambridge)

Alisa Santikarn(Univ. of Cambridge)

Benjamin Utting(Univ. of Cambridge)

Dougauld O’Reily(Australian Nat'l Univ.)

J. Eva Meharry(Univ. of Cambridge)

John Carmen(Univ. of Birmingham)

Hyun Kyung Lee(HUFS)

Susan Whitfield(Univ. of East Anglia)

2021 CAUS 콜로키움 시리즈 1

공유도시 플랫폼 - 첫번째

2021년 11월 10일(수) 14:00-19:00
Online Zoom  (참여신청 : 이메일 신청 및 접수 후 Zoom Link 전달)

문의처 : 02-880-2101  |  Email : urbanresearch@gmail.com

윤신희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장)

국내 모빌리티의 국내 모빌리티의 
사회공간적 특성사회공간적 특성

발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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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국내학술회의> 한국사회학회 특별세
션: 소셜미디어데이터 활용과 공유를 이
야기하다

구혜란(아시아연구소)

김혜진(아시아연구소)

허혜옥(아시아연구소)

배윤정(사회발전연구소)

홍리안(사회발전연구소)

1/17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미얀마 민주화 저항 양상- 
민간정부(NUG)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의 갈등

천기홍(양곤대)

1/20-1/21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메가아시아 연구의 기
초: 개념, 시각, 그리고 방법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권헌익(아시아연구소)

김효섭(아시아연구소)

박선영(아시아연구소)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유성희(아시아연구소)

윤대영(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황의현(아시아연구소)

최윤정(세종연구소)

1/21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코로나 시대, 커먼즈를 통해 돌
봄 바라보기

고현종(노년유니온)

이동현(홈리스행동)

최준영(신촌지역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12/10-12/11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코로나 대유행 시기 도시와 삶
들: 한국과 대만 경험 비교

김백영(사회학과)

서정경(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Chen, Tzung-Wen(대만정치대)

Chen, Hung-Ying(대만정치대)

12/14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2021 ICAS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3: 아편과 깡통의 
궁전

강희정(서강대)

12/15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한국학 안경을 끼고 본 이미
지 너머의 동티모르 

최창원(동티모르국립대)

12/16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21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박수진(지리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김백영(사회학과)

박배균(지리교육과)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권오영(국사학과)

김재영(경제학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채수홍(인류학과)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외 6명

12/17 

아시아연구소 

<북토크> 2021 ICAS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4: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박훈(동양사학과)

12/17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Toward Local Innovation 
in Japan by examining the Toyo GIC 
Index

Akira Ichikawa(Toyo GIC)

Hirohito Suzuki(Toyo GIC)

12/3 

동북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동아시아 바다와 섬의 
사회사

고성만(제주대)

김민환(한신대)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준방(진먼대)

전경수(유이떤대)

전원근(제주대)

조성윤(제주대)

조정우(경남대)

하원호(동국대)

12/3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중앙아시아에서 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강봉구(한양대)

김영식(강릉원주대)

윤민우(가천대)

12/7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고지
도(서양,동양)에 표현된 아시아

박선영(아시아연구소)

12/7 

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제4회 신(新)자료를 이
용한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 국제학
술회의

Miyake Kiyoshi(Kyoto Univ.)

Yuji Takatori (Ritsumeikan Univ.)

Jialiang Lu(Wuhan Univ.)

Tsuchiguchi Fuminori(Okayama Univ.)

Tomoaki  Yasunaga(Kwanseigakuin Univ.)

12/8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콜로키움> 2021 CAUS 콜로키움 시리즈 
1. 공유도시 플랫폼- 두 번째 투기적 도시
화에 대한 대안적 상상: 주택 커먼즈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11/25-11/26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대륙과 메가아시아』 중간
발표

고일홍(아시아연구소)

유병록(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고태우(국사학과)

권오영(국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김지희(국사학과)

박태균(국제대학원)

설배환(전남대)

신동원(전북대)

이우섭(국립청주박물관)

11/25 

서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중동의 튀는 나라' 카타르: 
소프트파워 전략의 성과와 한계

이세형(채널A)

11/26 

동남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인도네시아 현대사 개괄

송승원(한국외대)

11/30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20세
기 전반 어느 전씨(田氏) 일가의 아시아 
이주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윤대영(아시아연구소)

12/1  

베트남센터

<국내학술회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한-베 경제협력

박노완(주베트남한국대사관)

신동민(신한베트남은행이사회)

정인섭(한화에너지)

조영태(보건대학원)

Nguyễn Vũ Tùng(주한베트남대사관)

12/1 

미-중관계 프로그램

<세미나> 미·중 통상 갈등: 바이든 정부 
1년의 평가

안덕근(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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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16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워크숍> CAUS 2021 동계 답사 - 진주, 
부산, 천안 신도시 세미나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이향아(경상대)

2/15-2/16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워크숍> SAS 코리아 시각화 분석 워크숍

고준형(SAS Korea)

권일형(SAS Korea)

김은정(SAS Korea)

최병정(SAS Korea)

2/18 

시민사회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COVID-19 in East Asia 
and Aftermath: Re-Globalization, 
Democracy and Civil Society

공석기(아시아연구소)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김익기(동국대)

김태균(국제대학원)

양종회(성균관대)

임혁백(고려대)

Michael Hsiao(Academia Sinica)

Tatsro Niikawa(Doshisha Univ.)

2/18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탈냉전시대 아시아적 정체성
의 형성과 분화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권현지(사회학과)

박경민(인류학과)

장경섭(사회학과)

채수홍(인류학과)

김경학(전남대)

최아영(한신대)

2/22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세미나> 부동산 투기 사회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연속토론회 ‘불난 집에 부채질 
그만’

김용창(지리학과)

최경호(주거중립연구소)

2/23 

남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인간정주의 종착역: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김대종(국토연구원)

2/28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워크숍> 아시아를 상상하다: 열림과 닫힘

구범진(동양사학과)

구하원(아시아언어문명학부)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석환(동양사학과)

박수철(동양사학과)

강진아(한양대)

오가사와라 히로유키(규슈대)

이주현(동아대)

조영헌(고려대)

채경수(경상대)

1/27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국내학술회의> 제1회 오픈 사회과학데
이터 포럼: 오픈 사회과학의 도전과 과제

박원호(정치외교학부)

김지현(이화여대)

신은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동북아시아센터

<북토크> 북앤북 콘서트: 2022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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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民) ’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백영서 지음,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 가지 사건: 1919·1949·1989』 (창비, 2021) 을 읽고 | 조문영

일중 간의 정경분리책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최은봉·오승희 지음, 『전후 중일관계 70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을 읽고 | 이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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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in a Village: Imagining a Rural Future for South Korea | Annie Ped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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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국가의 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박우

인도 스마트시티미션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의 고찰: 경제와 정치의 악순환 구조를 매개하는 재정 문제를 통해 본 기반시설 조성 전략 | 강성용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사회보장체계 변화: 동남아 4개국과 유럽 체제전환국의 차이를 중심으로 | 고혜진·민기채

The Politics of Nostalgia and the Marcos Golden Age in the Philippines | Fernan Talamayan

서평

개혁·개방기 중국 국가와 사영기업가: 치리(治理) 강화의 명분과 실리 추구의 동학(动学) : 윤태희 지음, 『공산당원이 된 중국 사영기업가들: 개혁기 중

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를 읽고 | 김재석

열림[開]과 닫힘[塞]의 변주곡, 경계의 공간을 넘나들다: 송진 지음, 『중국 고대 경계와 그 출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을 읽고 | 김진우

아랍의 봄 이후 新 중동 질서와 역학의 해제집: 안승훈·서정민 지음, 『중동 新 정치질서의 이해: 갈등과 분열』(Huine, 2018)을 읽고 | 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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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레바논 반정부 시위: 탈종파주의를 위한 외침 | 이경수(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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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경제, 정치, 문화, 보건의료적 차원의 이해 | 백용훈(단국대학교)

팬데믹, 아시아 종교, 그리고 새로운 존재방식의 상상 | 정경일(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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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라,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명과 현대의 공존 | 이광태(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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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도시권 팽창에 대응하는 인도식 방법 | 이원섭(국토연구원)

난닝(南寧), 변두리 소수민족 집거지에서 중국과 아세안(ASEAN)을 잇는 허브로 | 김수한(인천연구원)

메카, 신성함과 활력의 도시 | 김은수(킹사우드대학교)

2021년 9월(14호)

유엔 다음으로 큰 국제기구 이슬람협력기구(OIC)의 비전과 아시아와의 지역 협력 | 이희수(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

신남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의 교차점, 남아시아 지역연합의 향방 | 류현정(서울대학교)

중앙아시아의 독자적 지역협력 모색, 정상회의 출범 | 조영관(수출입은행)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와 신남방정책플러스 | 이요한(한국외국어대학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어떻게 체결되었나: 미국과 중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의 선택 

| 최필수(세종대학교)

2021년 12월(15호)

정부 위에 군림하는 군부: 이란 혁명 수비대 | 김은비(국방대학교)

말을 탄 동남아의 제복: 정치권력에서 경제권력까지 |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남아시아 정치지형 속 군부 읽어내기: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쉬 남아시아 3국의 국민국가 만들기와 군부의 역할 그리고 미래 | 강성용(서울대학교)

“중국몽(中國夢)”을 이끄는 중국 특색의 군부 파워 엘리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주목하라 | 윤석준(한국군사문제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군, 문민 권위주의 정치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기제 | 윤민우(가천대학교)

아시아지역리뷰웹진 <다양성+Asia> ※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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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부터 시작되어 아시아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시아적 관점을 소개해온 대표적 학술지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가 2020년부터 아시아연구소 공식 영문 저널로 출범

＊ AJPS는 네덜란드의 엘스비어 출판사가 2004년에 만든 전 세계의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 

(SCOPUS)로 등재

＊ 경험적 증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정치, 정책, 지역 연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시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

＊ 연 3회 (4월, 8월, 12월) 발행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1, Volume 29

Issue 1

Job attraction and career choice motivation in a socialist-market economy: the case of the young Vietnamese workforce 

- My Dung Phan & Yooil Bae

Civil society and extractive capacity in authoritarian regimes: empirical evidence from Vietnam - Giang K. Nguyen & Thai Q. Nguyen

Beyond the status quo and revisionism: an analysis of the role of China and the approache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to the 

global order - Lina Liu

Hydropower,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Laos: promises realized or broken? - Christopher L. Atkinson

Malaysia’s 14th General Election: dissecting the ‘Malaysian tsunami’- measuring the impacts of ethnicity and urban development on 

electoral outcomes - Jason Wei Jian Ng, Gary J. Rangel & Yet Chin Phung

Personality traits and the propensity to protest: a cross-national analysis - Yi-Bin Chang, Dennis Lu-Chung Weng & Ching-Hsing Wang

The two-for-one entity and a ‘for whom’ puzzle: UNC as both a peace driver and the US hegemony keeper in Asia - Kil Joo Ban

Issue 2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ology in the contemporary Philippines: an analysis of the Philippine Political Science Journal, 2000-

2019 - Jan Robert R. Go

To take or not to take: is the freebie culture in Tamil Nadu elections a threat to Indian democracy? - Sudarsan Padmanabhan

A case study of the Singapore SkillsFuture Credit scheme: preliminary insights for making lifelong learning policy more effective - Soojin 

Kim, Zheng Wei Chen, Jian Qi (Gerald) Tan & Assel Mussagulova

Examining Philippine political development over three decades after ‘democratic’ rule: is change yet to come? - Rizal G. Buendia

Ascent of the dragon: China’s growing role in global affairs - Syed Muhammad Saad Zaidi & Adam Saud

Issue 3

Does it matter for the economy to have a conservative or liberal government in Korea? Political parties and business cycle in South Korea, 

1998-2019 - Jaejoon Woo

The analysis of Turkey’s tendency to converge to the European 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geopolitics - Ehsan Yari & Mohammad Hassan 

Gholami - How do ethnic groups compete for a new province in a decentralised Indonesia? - Ratri Istania

Why and how did ‘voluntary’ mass immigration of South Korean nurses and miners to West Germany occur in the 1960s and 1970s? 

- Minkyoung Jeon

COVID-19 vaccination campaign trends and challenges in select Asian countries - Jungwon Huh & Abhisheka Dubey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vested interests on politics of anti-corruption in Indonesia - Ahmad Khoirul U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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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자본주의와 발전국가의 지형을 진단

한다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라 일컬어지는 발전주의는 왜 이렇게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시아 자본주의와 사회발전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서 

아시아 자본주의 및 발전국가의 기원과 성장 및 위기, 포

스트 발전주의의 정체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발전 담론

과 경로가 전(全) 지구적 세계화 과정에서 아시아 사회발

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천착한 책이다. 한국·중

국·대만·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발전경로와 

단계를 거쳐 사회발전을 이루어 왔는지를 각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관

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 공동체 형

성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아시아의 

미래 발전에 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한다.

임현진 

연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정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

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사회과학대학장, 기초교육원장과 한국사

회학회, 한국정치사회학회, 한국NGO학회, 국제개발협력학

회, 전국사회대학장협의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등의 회장

을 역임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인문사회분야 ‘국가석학’으

로 추대된 바 있다. 전공분야는 사회발전론, 정치사회학, 비

교사회학이다.

서문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거

쳐 미국 브라운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으며, 영국 옥스

퍼드 대학원에서 Senior Associate Member로 활동하였다. 사

회과학연구소장과 한국사회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

사회과학협의회 등의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Korean Honor 
Scholar, 인촌기념펠로우, 매경비트펠로우, Best Teacher 등 전

문적인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사회발전론, 정

보사회학, 사회정책이다.

윤상우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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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박사후 연구원과 한림대 강의전담교수 및 고려대 연구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사회발전론, 비교정치경

제, 동아시아 연구이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교연구와 세

계화시대의 자본주의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구

하고 있다.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

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시카고)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국가, 아

시아 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 관련 우수한 기초 연구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구조를 넘어서 자생적인 

아시아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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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 O B A L 

A S I A

THE FUTURE OF CAPITALIST 
DEVELOPMENT AND 
POST-DEVELOPMENTAL STATES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임현진·서문기·윤상우·황석만 지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 연구에 대한 우수 박사학위논문

과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지원·발간하는 총서로,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 접근법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죽음과 내셔널리즘

이영진 지음

전후 70년이 지난 현재 일본 사회에서 조국을 위한 순수한 죽

음으로 찬미되는 특공의 죽음이 내포하는 양의성에 주목하면

서 특공위령, 나아가 전사자 기념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사유

한 책.

공산당원이 된 중국 사영기업가들
개혁기 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

윤태희 지음

베이징 저장촌 제1공작위원회 사례를 기반으로, 사영분야 당

조직을 통해 나타난 개혁기 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를 

분석한 책.

중국 고대 경계와 그 출입

송진 지음

경계의 출입과 그 형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 고대 공간 인

식과 공간 지배의 성격 변화뿐 아니라, 지역 간 교류 형식과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책.

도미엔(Do Thanh Thao Mien)

하노이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서 학사학위(2007년), 서울대학

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에서 석사학위(2010년), 이화여자대학

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2019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아시

아연구소의 방문학자를 지냈다(2020년 3월~2022년 2월). 베트

남전쟁과 남·북한 관계, 또한 각국의 국내외 정치적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2014년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의 차

세대 한국학자 논문상, 2019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박사학위논문상을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 “The 1975 Vietnam 

War’s End and Its Impacts on Korean Peninsula’s Politics”,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전쟁 시기

(1954~1975년)를 중심으로」, 「1960년대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

과 공군·심리전 전문가 파병-새로 발굴한 베트남 자료를 중

심으로」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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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기 북한은 북베트남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

니라 지원군도 파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기 북한·북베트남 관계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주제다. 그러

나 북한·북베트남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에 양

국 관계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으며, 이에 대한 충

분한 해석과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성

으로 인해 베트남전쟁과 북한·북베트남의 관계를 아직도 냉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다. 고정관념을 넘

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

자는 이 책을 통해 베트남전쟁의 전개 과정, 북한·북베트남 관계, 

그리고 북한의 베트남전 참여 현황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보여 주

고자 하였다. 이로써 현재 북한·베트남 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머리말 중에서

붉은 
혈맹

도미엔 지음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값 26,000원
isbn 978-89-521-3048-8
          978-89-521-1413-6(세트)

현재 베트남 외교아카데미(Diplomatic Academy of Vietnam)에 재직 중이다.

윤태희(尹太熙)

푸단대학(复旦大学) 영어영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동 대학 국제학 박사(2018년). 서울대학교 국제대

학원 강사와 산둥대학 관리학원(山东大学 管理学院) 방문학자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From Gray to Red: Party Build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Beijing’s Zhejiangcun”(co-

author with Jong-Ho Jeong, 2020), “Bedfellows with Different 
Dreams”(co-author with Jong-Ho Jeong, 2018), “시진핑 시기 한

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2020), “개혁기 중국 사

회에서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에 관한 연구”(2019), “징진지 

공동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에 관한 연

구”(2018)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모노그래프시리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 연구에 대한 우수 박사학위논문

과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지원·발간하는 총서로,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 접근법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죽음과 내셔널리즘

이영진 지음 | 512쪽 | 35,000원

전후 70년이 지난 현재 일본 사회에서 조국을 위한 순수한 죽

음으로 찬미되는 특공의 죽음이 내포하는 양의성에 주목하면

서 특공위령, 나아가 전사자 기념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사유

한 책. 

중국 고대 경계와 그 출입

송진 지음 | 296쪽 | 26,000원

경계의 출입과 그 형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 고대 공간 인

식과 공간 지배의 성격 변화뿐 아니라, 지역 간 교류 형식과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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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구기연 지음 | 264쪽 | 25,000원

개혁적 성향의 도시 중·상류층 젊은이들의 삶을 통해 이란 젊

은 세대의 국가에서의 위치, 전통적인 가치와의 관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심리적인 사안, 공사 영역에서의 

상이한 자아 재현 등에 대해 다룬 책.

공산당원이 된 
중국 사영기업가들

제1공작위원회 사례를 기반으로 

사영분야 당조직을 통해서 나타난 개혁기 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를 분석하다!

이 책은 베이징에서 의류, 원단, 신발 도소매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산하 웨칭(乐清) 출신 기업

가들에 의해 설립된 사영분야 당조직 사례를 통해 개혁기 중국

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를 분석한다. 베이징에서 사업에 성공

하여 부를 축적한 사영기업가들은 모두 공산당원이 되었으며, 

자신이 소속된 당조직인 ‘제1공작위원회(第一工作委员会)’를 자신

들의 ‘집(家)’이라고 불렀다. 당원이 된 사영기업가들은 1995년 

고향인 웨칭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설립된 당조직을 통해서 기업

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신의 이

익을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머리말 중에서

값 26,000원
ISBN 978-89-521-3006-8
          978-89-521-1413-6(세트)9 7 8 8 9 5 2 1 3 0 0 6 8

9 4 3 0 0

개혁기 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

윤태희 지음

COVID-19 AND  
GOVERNANCE

Crisis Reveals

Edited by
Jan Nederveen Pieterse

Haeran Lim
Habibul Khond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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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KF Global e-School Program

＊ 현대 한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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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21년 아시아 및 유럽 13개국 22개 대학 3,106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21개 강의 개설, 

운영

2021 e-School 강의 교수

채수홍(인류학과)

최충주(아시아연구소)

표학길(경제학과)

허우긍(지리학과)

홍석경(언론정보학과)

김고은(국어국문학과)

김동은(국어국문학과)

김인걸(국사학과)

박보연(국어국문학과)

신의항(아시아연구소)

임현진(사회학과)

2021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 Korean History(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o Chi Minh City, Vietnam)
▪ Human Geography of Korea(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여름 학기

▪ Comparative Economics of South and East Asia(Christ Univ., India)

가을 학기

▪ Business Korean(Université Bordeaux Montigane, France)
▪ Korean Language, Beginner(Univ. of the Philippines-Diliman, The 
Philippines)
▪ Culture and Society in Korea(Univ. of the Philippines-Diliman, The 
Philippines)
▪ Understanding Modern Korea: Economic Development(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VNU, Ho Chi Minh City, Vietnam)
▪ Business Korean(Irkutsk State Univ., Russia/Tomsk State Univ., Russia)
▪ Korean Language, Beginner(Nat'l Univ. of East Timor, East Timor)
▪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of Republic of 
Korea(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 Korean Economy(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VNU, Hanoi, 
Vietnam)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겨울 학기

▪ Korean Economy(Nat'l Univ. of Mongolia, Mongolia)
▪ Hallyu and Korean Media Culture(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 Human Geography of Korea(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Christ Univ., 
India)
▪ Introduction to Comparative Economics in East Asia(Irkutsk State Univ., 
Russia/Tomsk State Univ., Russia)
▪ Korean Language and Culture(Nat'l Univ. of East Timor, East Timor)
▪ Society and Culture of Korea(Nat'l Univ. of Mongolia, Mongolia)
▪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Nat'l Univ. of East Timor, East Timor)
▪ Korean Language, Intermediate(Univ. of the Philippines-Dilima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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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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남아시아문화학교, 2021.4.27~8.17

(16주, 참여인원 52명)

▪ 티벳 고전의 세계 II - 차상엽(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 Let's Speak Sanskrit - Kar Nrusingha Charan(한국외대)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 2021년 춘계에는 다중회귀분석, 근거이론, 네트워크분석 응용,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 총 4개 강좌 개설(온라인/플립

러닝 방식 병행)

＊ 2021년 하계에는 기초통계학, 중급통계학, 공간통계분석, 패널데이터분석, 사회과학자를 위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초, 범주형 

자료분석 기초,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방법, 질적연구설계 및 MAXQDA를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 총 9개 강좌 개설(온라인/플립러닝 방식 병행)

＊ 2021년 추계에는 위계선형모형, 구술사 연구, 회귀분석 심화, 패널데이터분석 등 총 4개 강좌 개설(온라인)

＊ 2022년 동계에는 기초통계학, 중급통계학, 사건사분석,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질적연구설계 및 MAXQDA를 활용한 질

적자료분석, 사회과학자를 위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초, 네트워크분석 등 총 7개 강좌 개설(온라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4기 남아시아문화학교 
저자에게 배우는 인도의 문화

장소: ZOOM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개최시 추후 개별 통보
 기간: 2021년 4월 ~ 2021년 7월 (예정, 16주)
 등록: jobko@snu.ac.kr 로 신청 / 문의: jobko@snu.ac.kr

 ※ 대상제한 없음, 수강료 없음, 등록 시 이름과 비상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그리고 수강희망강의를 명기해야 함.  
온라인 개최의 경우 기재한 이메일로 강의 당일 화상 강의 URL 발송

티벳 고전의 세계 II
-차상엽-

(매주 화요일 19-21시)

संस्कृतं वदेम (Let's Speak Sanskrit)

-Nrusingh Charan Kar-
(매주 목요일 19-21시)

2021년 춘계 방법론 단기강좌, 2021. 4. 3~5. 28

(단기강좌 총 4개, 참여인원 190명)

▪ 다중회귀분석

▪ 근거이론

▪ 네트워크분석 응용

▪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2021년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 2021.10.2~11.27

(단기강좌 총 4개, 참여인원 173명)

▪ 위계선형모형

▪ 구술사 연구

▪ 회귀분석 심화

▪ 패널데이터분석

2021년 하계 방법론 워크숍, 2021.7.5~8.20

(워크숍 총 9개, 참여인원 444명)

▪ 기초통계학

▪ 중급통계학

▪ 공간통계분석

▪ 패널데이터분석

▪ 사회과학자를 위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초

▪ 범주형 자료분석 기초

▪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방법

▪ 질적연구설계 및 MAXQDA를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

2022년 동계 방법론 워크숍, 2022. 1. 3~2. 18

(워크숍 총 7개, 참여인원 406명)

▪ 기초통계학

▪ 중급통계학

▪ 사건사분석

▪ 웹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 질적연구설계 및 MAXQDA를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 사회과학자를 위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초

▪ 네트워크분석

2021년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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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지역인문학센터 인문교육 프로그램 ※ AsIA 지역인문학센터 YouTube (https://www.youtube.com/snuachklhc)

＊ 2030 대상 '2021 제2기 AsIA지역전문가과정' 등 4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공동주최  

＊ 2021년 11월 인문학 행사 '인도네시아: 누산따라에서 상상의 공동체로' 개최

＊ AsIA지역인문학센터 유튜브 채널에 전 프로그램 영상 업로드 및 구독자 1,500명 돌파

＊ 아시아 문명지식의 창구 역할 및 온-오프라인 인문교육 플랫폼 구축

동남아 열린강연

＊ 동남아 지역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

＊ 학기당 4주로 구성, 4강 모두 수강 시 수료증 발급

2021 AsIA문명지식학교: 2021.3.10~4.14

(총 6강, 실시간 시청, 40대 이상 중장년층 대상)

▪ 찬란한 이슬람 문명의 보고, 서아시아 문화 엿보기

▪ 신실크로드 구상과 중국 정체성의 재구성

▪ 부상하는 동남아시아의 성장배경과 동력

▪ 이동과 흐름의 교차로, 중앙아시아

▪ 인도 IT산업의 태동, AI, 스마트시티에 이르는 길

▪ 21세기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2021 제2기 지역전문가과정: 2021.10.6~12.23

(총 12강, 2030 청년층 대상, 수강생 32명)

▪ 부상하는 메가아시아와 지역연구

▪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

▪ 글로벌 메가트렌드 이주: 아시아와 한국

▪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화

▪ 중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중앙아시아의 대응

▪ 소아시아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

▪ 동아시아 청년 사회운동의 흐름

▪ 이란 밀레니엄세대, 대중음악을 통해 저항을 말하다

▪ 미얀마 MZ청년세대, 변화에 대한 희망과 좌절의 교차점에 서다

▪ 2019년 홍콩시위와 청년세대 그리고 그 이후

▪ 말레이시아의 청년세대, 현실의 문제와 새로운 희망사이

▪ ASEAN 거대 소비시장, 인도네시아

1학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1.5.6.~27

(4주, 수료인원 24명)

▪ CSR의 개념과 이론

▪ KOTRA 글로벌 CSR+ESG 지원사업과 주요 성과

▪ 우리 기업이 그리는 베트남 CSR 활동의 미래 그림과 역할: 베트남 경제 사회 환경변화와 CSR

▪ 9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2학기 <역사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021. 11. 5~26

(4주, 수료인원 12명)

▪ 비교와 지역으로 보는 베트남 역사의 멀고도 가까움

▪ 베트남 현대사 속의 분단, 전쟁 및 통일

▪ 네덜란드 식민지배와 '인도네시아'의 등장

▪ 인도네시아 현대사 개괄

2021 제2기 진로탐색 나침반인문학교: 2021.7.21~8.25

(총 6강,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대상, 수강생 12명)

▪ 인간과 동물을 잇는 수의학

▪ 장수시대 인간 돌봄과 건강 지킴이로서의 간호학의 미래

▪ 인류학자가 보는 국제개발협력

▪ 건축의 상상력

▪ 바닷속 수중고고학자의 세계

▪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학과 공학자

2022 AsIA인문자산강좌: 2022.1.12~2.23

(총 6강, 실시간 시청,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와 연계 - 전시 주제: 漆, 아
시아를 칠하다)

▪ 칠, 아시아를 칠하다(전시 소개)

▪ 한국의 나전칠기

▪ 한국의 근대칠기, 전통의 계승

▪ 중국 칠기의 역사

▪ 유럽의 동아시아 칠기

▪ 조각의 미, 중국 조칠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동남아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남아 온라인 열린 강연

<2021-1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참여대상: 본 강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강연시간: 5월 6, 13, 20, 27 (목) 오후 5:30-6:50 (60분 강의, 20분 질의응답)

강연진행: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에서 강연 진행, 라이브로 송출 예정  

강연등록: seacenter@snu.ac.kr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 2021년 5월 2일(일)

수강료: 없음

기타: 4강 모두 수강 시 수료증 제공 (온라인 pdf로 제공)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02-880-2695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신흥지역연구사업단

5월 6일 CSR의 개념과 이론 장승권
(성공회대)

5월 13일 KOTRA 글로벌 CSR + ESG 지원사업과 주요 성과 이영희
(KOTRA) 

5월 20일
우리기업이 그리는 베트남 CSR 활동의 미래 그림과  
역할: 베트남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CSR

정혜영
(건국대)

5월 27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소광우, 남연우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역사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동남아 온라인 열린 강연

<2021-2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참여대상: 본 강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강연시간: 11월 5, 12, 19, 26 (금) 오후 5:30-6:50 (60분 강의, 20분 질의응답)

강연진행: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에서 강연 진행, 라이브로 송출 예정 (녹화 예정)  

강연등록: seacenter@snu.ac.kr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 2021년 10월 31일(일)

수강료: 없음

기타: 4강 모두 수강 시 수료증 제공 (온라인 pdf로 제공)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02-880-2695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신흥지역연구사업단

11월 5일 비교와 지역으로 보는 베트남 역사의 멀고도 가까움 윤대영
(서울대)

11월 12일 베트남 현대사 속의 분단, 전쟁 및 통일 이한우
(서강대) 

11월 19일 네덜란드 식민지배와 “인도네시아”의 등장 여운경
(서울대)

11월 26일 인도네시아 현대사 송승원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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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자 양성
2021년도 SNUAC 박사논문작성 지원사업

KOSSDA 논문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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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논문경진대회 실시

제10회 논문경진대회 수상자  

박사학위논문상

송시영(연세대) |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베이비부머와 해방전쟁 
세대의 소비패턴 유형과 전이 양상

석사학위논문상

김관희(경영학과) | 사회적 기업의 사회 지향적 불성실 공시

백승지(성균관대) |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보는
가?: 국민정체성과 경제적 요인의 교호 작용을 중심으로

이두희(사회학과) | 한국인의 사회이동가능성 인식과 신뢰: 대인
신뢰와 공적신뢰를 중심으로

옥창준(정치외교학부) | 장소의 국제정치학: 지식화하는 국제정치와 국제정치학의 형성

지관순(연세대) | 근현대 중국의 再儒化 논쟁

홍나미(도시설계학 협동과정) | 체제 전환 이후 베트남 도시화의 공간적 패턴과 영향요인

2021년도 SNUAC 박사학위논문상 / 석사학위논문상 ※ 2020년도 부터 (주)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 상금 후원

박사학위논문상 수상자

김영미(법학과) | 중국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판례 관련 논의와 실증분석을 토대로

노현종(사회학과) |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조병식(동양사학과) | 淸末 新政期 天津審判廳 硏究

석사학위논문상 수상자

박준영(지리학과) |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으로서 저항의 공간과 제3의 공간조성: 인도네시아 추모비 건립 시도와 파타힐라 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오정현(정치외교학부) |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과 한반도 국제관계: 전후 분단체제의 형성

채예진(사회교육과) | 대만 中美敎育財團의 조직과 학술교류상의 문화냉전, 1957-1967

2021년도 SNUAC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선정자의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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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상반기(2021.1~2021.7) 

최윤빈(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전략 비교연구, <아시아 브리프> 발간 사업)

2022 상반기(2022.2~2021.8)

김 솔(아시아-아프리카 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

최진실(<아시아 브리프> 발간 사업)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

＊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아시아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여 운영

＊ 2021년도 총 24명의 연구연수생 배출, 총 32회에 걸친 아시아학개론 강의 진행

제14기 연구연수생  

구정모(자유전공학부), 김상훈(고려대), 김재성(교육학과), 박미정(한국외대), 배수빈(노어노문학과), 오정윤(미학과), 유지언(성균관대),  

이담(불어불문학과), 이혜원(한예종), 정세빈(영어영문학과), 홍지수(고려대), Fattaneh Noori (국어교육과)

서아시아 신진학자양성 사업

＊ 국내 서아시아 주한 대사관과 연계 행사 진행 

- 2021년 11월 23일 주한 오만대사관에서 진행한 '2021 Introduction of Oman: Past and Present' 행사에서 외교기관에 관심이 

많은 서울대 학생 및 구성원들과 동행하여 지역/외교 전문가로서의 진로 탐색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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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아시아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서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지역학 스터디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아시아 연구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 세미나, 독서 토론, 소논문 작성 지원, 서아시아 지역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초청 강연 진행

＊ 서아시아 지역 신진학자 연구모임(KYM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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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5회의 콜로키움 진행

제15기 연구연수생  

김승교(행정대학원), 김채연(노어노문학과), 박창은(연세대), 서은빈(연세대), 심여은(한양대), 오예림(한국외대), 오현진(정치외교학부),  

이경주(행정대학원), 장유민(아동가족학과), 정승혜(정치외교학부), 최진실(아시아언어문명학부), 최태수(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신진학자양성 사업

＊ 유라시아연구회는 유라시아 지역 관련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중앙아시아센터의 지원으로 2020년 4월에 창립

＊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위주로 구성되며, 미래 유라시아 지역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조대현, 한미희, 정민기, 이수빈, 임항성, 오지은, 강수림 (서울대), 김주영 (모스크바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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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방문학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 국내외 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에게 연구 공간과 소정의 연구지원비 제공

＊ 아시아 관련 우수 학술연구 활성화

＊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자들과의 교류

     김은영(Stanford Univ.), 이경수(한국외대), 이수현(Lund Univ. & UNDP), 이요한(연세대), 

    이주현(Urban & Regional Studies Institute, Univ. of Groningen), 최동석(광주경제자유구역청), 최창모(건국대), 

    최호중(Princeton Univ.), 한동만(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방문학자 프로그램

＊ 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우수 학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운영 

    권자옥(Heidelberg Univ.), 권지현(Univ. of Toronto), 김성근(한국행정연구원), 문수현(한양대), 윤주영(KOTRA), 

     이선용(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정다정(경인교대), 조가희(King’s College London), 최창원(National Univ. of East Timor),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Ariunbaigali Boldbaatar(Nat’l Univ. of Mongolia), 

     Douglas Gabriel(Getty/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Postdoctoral Fellow), El No(Univ. of Cambridge), 

     Martina Sottini(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Tycho van der Hoog(Leiden Univ.)

IIAS 뉴스레터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에서 발행하는 아시아 전문 뉴스레터에 동북

아 지역 담당 기고  

    Cultural Encounters through Translation in Northeast Asia(Vol. 88)

    Solidarity with Myanmar in Northeast Asia(Vol. 90)

신규 MOU 체결

＊ 국내외 기관과 제도적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CHRIST University, 

    한국쌔스소프트웨어 

2021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  아시아연구소는 2017년 이래 2년마다 아시아 연구자 및 전문가의 글로벌 플랫폼인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ICAS)와 함께 ICAS Book Prize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심사 및 선정 주관기관으로 활동

＊ 2021년에는 총 5권의 한국어 우수학술도서 선정 

    박  훈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최우수도서

    강희정 <아편과 깡통의 궁전: 동남아의 근대와 페낭 화교사회> 푸른역사. 2019

    김영제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

    김종영 <하이브리드 한의학: 근대, 권력, 창조> 돌베개. 2019

    김주희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현실문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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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초연구 지원사업
     2021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

＊ 2021 <아시아리뷰> 특집논문 기획 | 남은영(아시아연구소) 외

＊ 국가주도 발전모델의 진화: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비교분석 |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외

＊ 다원적 접근을 통한 에너지와 도시화 관계 연구: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Quan Jige(환경대학원) 외

＊ 동아시아 3개국의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 일본, 대만의 법제를 중심으로 | 김선희(교육연구소) 외

＊ 산업의 대전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다각화 패턴을 중심으로 | 이정동(응용공학과) 외

＊ 산업화와 박정희의 전통인식에 관한 연구: 일본과의 비교를 배경으로 | 하용출(아시아연구소) 외

＊ 삶의 질과 사회의 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아시아 국가 간 동질성과 이질성 | 박정민(사회복지학과) 외

＊ 서울대 아프리카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방안 연구 | 임현진(아시아연구소) 외

＊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외

＊ 아시아 브리프 | 이명무(아시아연구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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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 강정원(인류학과) 외

＊ 인도사상에서 언어적 전회 | 안성두(철학과) 외

＊ 장기 코로나 시대, 도시성의 위기와 전환 |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외

＊ 중국 중당 문단의 형성 배경 연구: 한유를 중심으로 한 중당 문인 관계망 구축과 분석을 토대로 | 김지영(중어중문학과)

＊ 커피 및 차 섭취가 간암 및 만성간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시아 컨소시엄 연구 | 이정은(식품영양학과) 외

＊ 태평양 전쟁의 개전과 동남아시아 문제의 관련성 연구 | 안재익(동양사학과)

＊ 플랫폼 시대의 아시아 대중문화: 아시아에서 넷플릭스는 어떻게 한류를 매개하는가? | 홍석경(언론정보학과) 외

＊ 필리핀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대사체학·만성질환 연관성 연구 | 오케쿤레 아킨쿤미 폴(생활과학연구소) 외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기반 동북아시아 접경지역 개발 협력방안 연구 | 권영상(건설환경공학부) 외

＊ Meso-Rice: testing the early rice domestication hypothesis in the Ganges Mesolithic and Neolithic | Jennifer Bates(고고미술사학과) 

     2021년도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 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 구조와 방향 | 손정렬(지리학과) 외

＊ 당의 귀환: 갈림길에 선 베트남 | 김용균(정치외교학부) 외

＊ 도시로 읽는 동남아시아 |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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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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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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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점령시기 상해문학의 '회색지대': 종합문예월간 「雜誌」(1942-1945) 연구 | 송가배(중어중문학과)

＊ Spirit and Defiance: Ali Shariati in Translation | Siavash Saffari(아시아언어문명학부) 외 

     2021년도 사회과학자료원 기반구축 사업

＊ 비정형데이터 관리 및 공유방안 연구 : 소셜미디어 데이터 사례 | 구혜란(아시아연구소) 외

＊ 오픈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과학 분야 연구데이터 공유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재열(사회학과) 외

＊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콘텐츠 개발 연구 | 최문희(아시아연구소) 외

＊ KOSSDA 통계자료 서비스 방안 연구 : 「한국의 사회동향」 데이터의 시각화와 스토리텔링 | 금현섭(행정대학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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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외부연구 지원사업 

일반공동 연구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웰빙 연구: 동아시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2차년도(2021.7.1~2022.6.30)

총연구비: 104,160,000원

연구책임자: 임동균(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구혜란(아시아연구소), 김민혜(창원대학교), 박상희(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이재열(서울대), Francisia S.S.E Seda(Univ. of Indonesia), 
Vincent Chua(Univ. of Singapore), Emma Porio(Univ. Ateneo de Manila)

지속 가능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커뮤니티 모델 연구: 신남방 국가의 팹랩을 
중심으로 - 2차년도(2021.7.1~2022.6.30)

총연구비: 104,160,000원

연구책임자: 강성용(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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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투기적 도시화 극복을 위한 공유적 도시전환 전략 연구(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업) - 1단계 1차년도(2021.9.1~2022.5.31)

총연구비: 289,350,000원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이광석(서울과기대), 이상헌(한신대), 양준호(인천대)

전임연구원: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
구소)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 한국연구재단

성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 시스템 연구 - 2단계 2차년도(2021.1.1~5.31)

총연구비: 76,775,000원

연구책임자: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 한국연구재단

기계학습법과 비선형 경제모형의 융합 - 4차년도(2021.7.1~2022.6.30)

총연구비: 13,020,000원

연구책임자: 서명환(경제학부)

신흥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비즈니스 모델 연구: 인도의 농촌과 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1차년도(2021.7.1~2022.6.30)

총연구비: 26,040,000원

연구책임자: 김윤호(아시아연구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인문사회) - 한국연구재단

떠나려는 자, 떠난 자들의 목소리: 이란 교육 이주의 배경과 이주 이후의 삶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  - 2차년도(2021.5.1~2022.4.30)

총연구비: 19,530,000원

연구책임자: 구기연(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A - 한국연구재단

한-ASEAN의 수산물 무역네트워크와 ODA 및 국제통상·상사·해사 분쟁해결
에 관한 연구  - 1차년도(2021.7.1~2022.6.30)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박지문(아시아연구소)

'모럴 리얼리즘?': 중국의 신국제질서 담론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차
년도(2021.7.1~2022.3.31)

총연구비: 30,000,000원

연구책임자: 서정경(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B - 한국연구재단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법치주의와 한-메콩 법제협력  - 1차년도
(2021.9.1~2022.8.31)

총연구비: 14,000,000원

연구책임자: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텔링 - 1단계 2차년도
(2021.5.1~2022.4.30)

총연구비: 1,260,000,000원(대응자금 포함)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구기연(아시아연구소), 권오영(국사학
과), 김병준(동양사학과), 김종일(고고미술사학과), 박선영(아시아연구소), 신
범식(정치외교학과), 심우진(아시아연구소), 윤종석(아시아연구소), 이명무
(아시아연구소), 이재열(사회학과), 이정훈(중어중문학과), 이주현(아시아연
구소), 유병록(아시아연구소), 유성희(아시아연구소), 윤대영(아시아연구소), 
조민재(아시아연구소), 주경철(서양사학과), 채수홍(인류학과), 최경희(아시
아연구소), 허정원(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 한국연구재단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 · 평화 · 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
떻게 가능한가? - 3단계 4차년도(2020.9.1~2022.2.28)

총연구비: 582,750,000원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김은혜(히토쓰바시대), 박인권(환경대학원), 박철현(국민대),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신현방(L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신혜란(지리학과), 이상헌(한신대), 이승욱(카이스트), 
정현주(서울대), 지상현(경희대),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Jamie 
Doeutcte(Univ. of Manchester)

전임연구원: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심한별(아시아연구소), 이승원(아시아연
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기초학문자료센터(DB 구축 사업) -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DB 구축 사업 - 2차년도(2021.4.1~2022.3.31)

총연구비: 120,000,000원

연구책임자: 이재열(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구혜란(아시아연구소), 박현주(아시아연구소), 신정철(교육학
과), 하상응(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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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영프로페셔널(YP)사업 
2021년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사업(상반기) - 
2021.1.1~7.31

총연구비: 14,200,000원

연구책임자: 정다정(아시아연구소)

제12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행사 기획 운영(외교부) - 
2021.6.1~12.31

총연구비: 45,454,545원

연구책임자: 강성용(인문학연구원)

러시아의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입장 분석 및 대응(외교부) - 
2021.5.11~9.10

총연구비: 27,272,727원

연구책임자: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공공외교 관점에서 바라본 아세안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 현황 및 발전 방안
(외교부) - 2021.8.2~11.1

총연구비: 18,181,818원

연구책임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중앙아시아에서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021.12.1~29

총연구비: 15,900,000원

연구책임자: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책자 발행(법무부) - 2021.6.4.~10.1

총연구비: 18,129,427원

연구책임자: 허정원(아시아연구소)

노량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용역(서울역사박물관) - 2021.4.14~12.15

총연구비: 107,090,909원

연구책임자: 김백영(사회학과)

숲속의 한반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평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산림청) - 
2021.5.27~11.30

총연구비: 44,545,455원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은평한옥마을 역사·환경 아카이빙 연구 용역(은평구청) - 2021.9.7~12.6

총연구비: 19,000,000원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필리핀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연구용역(노사발전재단) - 
2021.3.16~8.30

총연구비: 20,909,091원

연구책임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연구 용역(통계청) - 2021.3.22~11.30

총연구비: 138,090,909원

연구책임자: 이재열(사회학과)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노사발전재단) - 2021.3.16~8.30

총연구비: 20,909,091원

연구책임자: 이준표(아시아연구소)

2021년도 인공지능 활용 팩트체크 기반기술 고도화 계약(시청자미디어재
단) - 2021.5.10~11.30

총연구비: 390,909,091원

연구책임자: 이준환(언론정보학과)

공동연구원: 권가진(지능정보융합학과), 김건희(컴퓨터공학부), 홍화정(언론
정보학과)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교
육원) - 2021.2.15~5.14

총연구비: 40,000,000원

연구책임자: 오명석(서울대 명예교수)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도서발간 연구 용역(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2차년도(2021.1.28~11.30)

총연구비: 10,000,000원

연구책임자: 강정원(인류학과)

석촌동 방이동고분군 비교유산 사례조사 용역(서울시) - 
2020.12.9~2021.6.10

총연구비: 20,400,000원

연구책임자: 권오영(국사학과)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농어촌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체 기반 자원관리 체계의 
다원적 기능 분석과 평가 - 1차년도(2021.6.1~2022.2.28)

총연구비: 41,198,049원

연구책임자: 김고운(아시아연구소)

기타공공사업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의 사회사 - 1차년도(2021.5.14~2022.1.15)

총연구비: 6,315,000원

연구책임자: 김백영(사회학과)

공동연구원: 임동근(한국교원대), 조정우(경남대), 김한상(아주대)

민간지원사업

「2021 한-아세안 통계집」 제작 용역(한-아세안센터) - 1차년도
(2022.1.1~2.18)

총연구비: 35,000,000원

연구책임자: 고길곤 (행정대학원)

백과사전 아시아 지명 항목 개선 프로젝트(㈜두산백과사업부) - 1차년도
(2021.5.26~12.31)

총연구비: 100,000,000원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엄은희(사회과학연구원), 김효섭(아시아연구소)



46 2021 연차보고서

후원/재정

연구기금

(재)한국 사회과학자료원 기금(20억 원)

㈜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11억 5천만 원)

㈜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11억 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1억 원)

서울대 임현진 명예교수(1억 원)

서울대 안청시 명예교수(1천만 원)

㈜ 상암에너지 홍성관 회장(1천 5백만 원)

김수남(1억 원)

※ 2009년 이후 누적분 

※ 비공개를 요청한 기부자는 제외

※ 산정 기간: 2021. 3 ~ 2022. 2

학술/연구사업
지출

총수입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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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계
 2,451,186,000원

법인회계
 2,411,417,797원

외부연구비
 6,179,464,297원 

외부연구비
 6,179,464,297원

간접비
 238,869,529원

간접비
 218,311,726원 

간접비 이월금
 270,336,398원

아시아연구기반구축/아시아연구기초연구지원사업
 881,892,910원

학문후속세대양성
 94,040,626원

학술교류 및 협력
 87,206,841원

출판(총서 및 저널)
 74,006,070원

연구성과 확산
 18,445,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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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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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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아시아브리프> 창간

서울대학교 연구소(원)평가 인문사회계 개별연구소 부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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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2021년 3월 ~ 2022년 2월 기준

소장 박수진(지리학과)

부소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학술연구부장 김백영(사회학과)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박주용(심리학과)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장 박수진(지리학과)

AsIA지역인문학센터 교장 권오영(국사학과)

동북아시아센터장 김백영(사회학과)

동남아시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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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KOSSDA 질적자료)

반미희(KOSSDA 방법론교육)

이민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최희진(아시아도시사회센터)

한아름(KOSSDA 자료이용문헌)

허혜옥(KOSSDA 양적자료)

운영위원회

박수진(지리학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김용균(정치외교학부)

김지현(종교학과)

구하원(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여운경(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박원호(정치외교학부)

김병연(경제학부)

강정원(인류학과)

김재석(인류학과)

홍석경(언론정보학과)

김의준(농경제사회학부)

성상환(독어교육과)

박인권(환경계획학과)

김현철(국제학과)

HK연구교수

고일홍(고고학)

구기연(인류학)

심우진(지리학)

유병록(고고학)

유성희(사회학)

윤대영(동양사학)

윤종석(사회학)

이명무(경영학)

이미숙(문화과학)

이민용(역사학)

이주현(동양사학)

조민재(고고학)

천진(중어중문학)

최경희(정치외교학)

허정원(사회복지학)

HK교수

권헌익(사회인류학)

선임연구원   

공석기(사회학)

구혜란(사회학)

김고운(도시계획학)

김성규(산업사회학)

김윤호(경영학)

김종철(사회학)

김효섭(지리학)

남은영(사회학)

박지문(경제학)

박현주(사회학)

백일순 (지리학)

서정경(법학)

심한별(도시계획학)

이명무(경영학)

이승원(철학과)

정다정(교육학)

최문희(사회학)

황진태(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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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지원              

유경하(행정총괄)

고유찬(HK+메가사업단)

고지영(KOSSDA 방법론교육)

김솔(아시아-아프리카센터)

박양범(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종홍(디자인)

백현지(홍보/이스쿨)

손재현(AsIA지역인문학센터)

송은영(아시아도시사회센터)

신지민(KOSSDA 인턴)

이경연(HK+메가사업단)

이나윤(학술연구지원)

이나현(국제교류/HK+사업단 행정)

이상운(KOSSDA 아카이빙총괄)

전희진(연구비)

정선주(인사/총무)

조보연(연구비)

최윤빈(국제개발협력센터)

최진실(아시아브리프)

최현아(학술연구 지원)

최희진(회계)

보조연구원              

강다희(이스쿨)

권선린(인재개발부)

김송의(인재개발부)

심하경(영문에디터)

이선민(아시아리뷰)

허지수(아시아리뷰)

객원연구원   

고가영(서울대학교)

권자옥(Heidelberg Univ.)

김두영((전)KOTRA)

김영선((전)한-아세안센터)

김용호(인하대학교)

류현정(서울대학교)

박상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양호((전)국토연구원장)

박정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지훈(중앙대학교)

사사노 미사에(서울대학교)

설지인(서울대학교)

신의항(Univ. of South Carolina 명예교수)

신판석((전)홍익대학교)

안영집((전)주 싱가포르 대사)

오명석(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경수(한국외국어대학교)

이내연((전)시카고대학교)

이명옥(연변대학교)

이민주((전)서울시청)

이수정(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이준표(한국외국어대학교)

임수진((전)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임현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최덕철(서울대학교)

최아영(서울대학교)

최용주(홍익대학교)

하용출(Univ. of Washington)

하현정(Duke Kunshan Univ.)

홍순직(중앙대학교)

황의현(한국외국어대학교)

Ariunbaigali Boldbaatar(몽골국립대학교) 

Tony Dahao Qian (Tufts Univ.)

방문연구원

권지현(Univ. of Toronto)

김성근(한국행정연구원)

김은영((전)Stanford Univ.)

김일수((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장실(서울사이버대학교)

노엘(캠브리지대학교)

문수현(한양대학교)

박은경(동양대학교)

배도찬(양곤대학교)

변필성(국토연구원)

성진석(러시아 가스 연맹)

양준호(인천대학교)

윤대엽(대전대학교)

윤민우(가천대학교)

윤주영(KOTRA)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헌(한신대학교)

이상희(Univ. of California Riverside)

이선용(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이수현(UNDP)

이요한(연세대학교)

이윤영((전) 주 네덜란드 대사)

이장우(경북대학교)

이재용(국토연구원)

이주현(Univ. of Groningen)

이홍규(카이스트)

정세용(내일신문)

조가희(King’s College London)

조민주(절강대학교)

지주형(경남대학교)

최동석(KOTRA)

최창모(건국대학교)

최창원(Universidade Nacional Timor Lorosa’e)

최충주((전)주 파키스탄 대사)

최호중(Princeton Univ.)

한동만((전)주 필리핀대사)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Do Thanh Thao Mien((전)이화여자대학교) 

Douglas Gabriel (George Washington Univ.)

Martina Sottini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Nur Aisyah Kotarumalos (Nat'l Univ. of Singapore)

Patrick Meehan (SOAS Univ. of London) 

Tycho Alexander van der Hoog (Leide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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