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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History)

1974

한양대학교 부설 中國問題硏究所 창립

1977

한양대학교 부설 蘇聯問題硏究所 창립

1979

『蘇聯硏究』 창간호 발간(『中蘇硏究』의 전신)

1980

한양대학교 부설 中蘇硏究所
창립(중국문제연구소+소련문제연구소)

1988

소련과학원 극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소국제학술회의
창설(~현재)

1994

중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국제학술회의 개최

1995

제1차 한러포럼 개최

1997

아태지역연구센터 창립(中蘇硏究所의 발전적 계승)

1999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2005)

2000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MOU 체결

2000

KOPI(한반도 평화지수) 중앙일보 게재

2004

아태지역연구센터 30년사 발간

2004

『中蘇硏究』 지령 100호 발간

2007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사업 선정(~2017)

2008

KIEP GPAS(지역전문가 양성과정) 사업 선정 및 개시(~현재)

2008

유라시아교육센터, 한양통번역센터 개원

2008

한러국제학술회의 20주년 기념식 및 제20차 회의 개최

2009

중앙아시아 국내연합학술대회 창립(~현재)

2010

Journal of Eurasian Studies 창간(SCOPUS 및 KCI 등재지)

2010

제1차 한-카자흐스탄 국가포럼 개최

2010

유라시아 허브(종합 포털) 및 EURIS(유라시아 DB) 서비스 개시

2010

러시아ㆍ유라시아 영화제 창설

2010

인문한국(HK)사업 최우수 연구사업단 선정

2012

국제교류재단 한러포럼(국가포럼) 공동주관기관으로
선정(~현재)

2012

KF Global e-School 사업 선정(~2020)

2013

러시아 MAPRYAL 세계러시아문화대축전 한국대회 주관 개최

2014

미연방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학 Immersion 프로그램 수행
기관(~현재)

2014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선정(~2017)

2017

인문한국(HK)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연구사업단

2018

국제교류재단 한러차세대정책전문가네트워크 프로그램
공동주관기관

2018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해외지역연구소 선정(~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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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 (2007~2017)
유라시아의 정체성과 문명공존: 유라시아학 체계정립과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Identity and
Cultural Coexistence in Eurasia: Establishment of the Eurasian Studies and a Comprehensive
Regional Information System)

단계별 주제
영역별

역사영역
(역사·민속·종교)

문화영역
(언어·문학·문화)

사회영역
(정치·경제·사회)

[1단계]
유라시아의 전환:
변화와 지속

유라시아의 생활양식

전환의 문화적 기호들

유라시아 공간 재편과
국가·민족 정체성

[2단계]
유라시아의 전개:
팽창과 저항

제국과 민족의 역설

제국의 포이에시스

제국과 민족주의

[3단계]
유라시아의 미래:
소통과 공존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향하여

유라시아 문화공동체를
향하여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단계별

인문한국 플러스(HK+) 사업 (2018~2025)
유라시아의 경계 변용과 문화 동학: 유라시아학 체계의 확장과 심화(Cultural Dynamics and
Transformation of Boundaries in Eurasia: Redefining the Depth and Scope of Eurasian Studies)

단계별 주제
단계

[1단계]
유라시아의 융합과 변용

[2단계]
유라시아와 세계,
그리고 한반도

연차

주요 수행 내용

1년차

유라시아의 문화, 소프트파워, 지역주의
•유라시아의 문화제국주의와 문화 갈등
•유라시아 지역 소프트 파워와 지역주의

2년차

유라시아의 경계변동과 변용
•유라시아의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
•유라시아 경제 확장과 새로운 지정ㆍ지경학

3년차

유라시아의 질서재편과 공존
•유라시아의 문화 혼종성과 상호문화주의
•유라시아 관계망의 확대와 문화ㆍ정치ㆍ경제적 의미

1년차

유라시아와 서방: 연결과 교류

2년차

유라시아와 동방: 연결과 교류

3년차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북한

4년차

유라시아의 통합과 한반도

지역학연구선도
Journal of Eurasian Studies
•러시아ㆍ유라시아 지역 연구의 지속적 발전과 세계적 석학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학술적 토대 구축을 목적으로 2010년에 창간된
국제전문학술지로 전 세계의 러시아ㆍ유라시아 지역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해외 석학 40여명으로 Editorial Board를 구성ㆍ운영함
•Editors-in-Chief: Gu Ho Eom (Hanyang Univ.) & Stephen White (Glasgow Univ.)
•연2회 발간, 네덜란드의 ELSEVIER社가 출판 및 배포(www.elsevier.com/locate/euras)
•SCOPUS 및 Science Direct DB에 등재 /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
•투고 Email: JES.Articles@gmail.com

中蘇硏究
•아태지역연구센터의 전신인 한양대학교 中蘇硏究所가 1975년 12월 창간한
『中蘇硏究』는 현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와 중국문제연구소가 공동
으로 년4회 발간하는 국내 전문 학술지로 2005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KCI에
등재되어 있음
•발행일: 2월/5월/8월/11월 25일 (연4회)
•투고문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내 『中蘇硏究』 편집실
•전화: 02-2220-1797, 이메일: aprc@hanyang.ac.kr

한러국제학술회의
한국과 소련의 국교 수립 이전인 1988년에 한양대 중소연구소(당시)와 소련학술원 극동연구소가
첫 한소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8년에 30주년을 맞으면서, 국제학술교류사에서 보기
드문 유서 깊은 전통뿐만 아니라 그 학술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공이라는 양면에서 권위를 인정
받는 양국 간 대표적인 학술교류행사

중앙아시아 국내연합학술대회
•인문한국(HK)사업 출범 당시 불모지와 마찬가지였던 중앙아시아지역
연구의 선도 및 진작을 위해 국내의 주요 중앙아시아 관련 기관 및
학회들과 공동으로 2009년에 창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유라시아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현대중국학회, 중앙아시아학회 등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

지역종합정보시스템
유라시아 허브(www.eurasiahub.org)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하는 포털 사이트
•연구소의 전문적 성과물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기초ㆍ실용 정보 제공

EURIS : 유라시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www.euris.kr)
<정치ㆍ경제ㆍ사회>, <역사ㆍ종교ㆍ민속>, <언어ㆍ예술ㆍ문화>의 3개 영역에 걸쳐 유라시아 지역
의 국가정보, 통계, 인물, 국제관계, 분쟁, 종교, 일상사, 민속, 제국, 민족, 언어, 문학, 미술 영화 등
28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지역인문학센터
러시아ㆍ유라시아 영화제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고전 또는 최근 명작 영화들을 주제별로 엄선하여 시내 상영관
에서 무료 상영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 시민들에게 이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민강좌 및 문화제
연구소에서 축적한 지식 및 정보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
강좌 개설ㆍ운영

교육센터
KF-HYU Global e-School
•한국학의 세계확산을 위해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후원으로 해외 유수 대학에 한국학
관련 학점 인정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Global e-School 해외대상대학: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우랄연방대학교, 카잔
연방대학교,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카작국립대학교, KIMEP 대학교, 키르기스 공화국 대통령 산하
공공행정아카데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동방학대학교,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대학, 루마니아
로마노-아메리칸 대학,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대학 등에 연 10여 개 정규 강좌 제공

GPAS(Graduate Program for Area Studies)
2008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학대학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ㆍ몽골,
러시아, 중국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해외인턴십 및 해외현지
조사, 전문가 초청특강, 실무특강, 학생세미나, 취업 지도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

국가정책 싱크탱크
국가포럼
•양국의 정부, 의회, 재계, 학계, 과학ㆍ기술계, 사회ㆍ문화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고위 지도급 여
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호간 진솔하고 개방적인 의
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정부 및 유관 기관
에 전달함으로써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각계 고위 인사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
•한-러포럼, 한-카자흐스탄 포럼, 한-투르크메니스탄 포럼, 한-몽골 포럼, 한-우즈베키스탄
세미나,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한러 차세대 정책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등을 주최함으로써 정책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

2018 한러차세대정책전문가포럼

2017 한러정경포럼

2016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2014 한·우즈베키스탄 세미나

2015 한·투르크메니스탄 세미나

2010 제1차 한·카자흐스탄 포럼

조직도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국제학대학원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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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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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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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교육센터

행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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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구편집국

Eurasia Hub

중앙아연구실

유라시아교육센터

국가포럼사무국

한국학과

출판간행국

EURIS

동북아연구실

시민교육센터

한양통번역센터

미국학과

특수자료실

중국연구실

위탁교육센터

국제교류증진센터

일본학과

체제전환DB

미주연구실

지식공유사업단

GPAS 중앙아ㆍ몽골

유럽연구실

GPAS 러시아

북한ㆍ통일 연구실

GPAS 중국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사회과학관 211호)
T. +82-2-2220-1494 F. +82-2-2295-3607
Homepage: www.aprc.kr / Email: aprc@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