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술교류협정 체결 기관 현황
순번
1

교류기관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협정일
1991.07.18

협약내용
학문, 교육 그리고 문화분야의 협력 증진
협정서 작성과 연락 유지를 위한 책임자 임명
학자들의 교류 증진

2

중 국
사회과학원

1993.09.03

상호관심사에 대한 공동세미나 주최
공동연구계획 추진
학술간행물 교류

3
4

중 국
북경대학
중 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구학자 교류

1994.09.12

정부 및 기업의 지원 모색

1996.07.13

오사카

2002.01.24

경제법과대학
6
7

중국
대련외국어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연구자료 및 연구학자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토론회 등 추진
각기 출판하는 학술문헌을 비롯 도서, 자료, 학술정보의 교환

일본
5

학자 및 대학원생이 희망할 경우 우선 지원

상호 관심분야의 공동연구 진행
연구자 및 학생교류사업 진행
각종 국제학술회의의 개최, 운영 등의 사업 협력

2002.05.16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연구 및 다양한 학술교류 진행
각기 출판하는 학술문헌을 비롯 도서, 자료, 학술정보의 교환사업 진행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연구(고대사)

2003.08

매년 최소 1회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상호방문연구 추진
학술문헌, 도서, 자료, 학술정보 교환사업 진행
연구자 및 학생 교류사업 추진

8

중국
대련대학

2004.02.17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연구 및 다양한 학술교류 진행
각기 출판하는 학술문헌을 비롯 도서, 자료, 학술정보의 교환사업 진행
공동연구세부협정 체결
연구자의 교류

대만
9

중앙연구원

2006.12.28

중국문철연구소

연구결과 및 정보의 공유
연구계획의 추진 및 학술회의의 개최
출판물의 교환
교수, 행정요원 및 학생 교류

아제르바이잔
10

Azerbaijan University of

공동 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2007.05.28

Languages

학술자료, 발간물 및 기타 학술 정보 교환
도서자료, 사서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정보 교류
기타 양 기관이 동의하는 학술 교류활동 추진

베트남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의 한국학센터와 한중연의 한국문화센터의
상호협력 증대

Vietnam National
11

University-Hanoi

2007.06.04

University of Social

단기연수프로그램, 심포지움, 기타학술회의, 연구프로젝트 공동운영
학술자료, 발간물 및 기타 학술 정보 교환

Sciences and Humanities

교수, 행정요원 및 학생 교류
연구정보교환

러시아
12

The Russian Academy of

한국과 러시아의 교과서에 각국 내용 증대

2007.10.10

Education

한국과 러시아를 바로 알리기 위한 자료 개발
정기학술회의 개최
교수, 행정요원 및 학생 교류
교수, 행정요원 및 학생 교류

이탈리아
13

Ca' Foscari University,
Venice

공동 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2008.12.15

학술자료, 발간물 및 기타 학술 정보 교환
도서자료, 사서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정보 교류
기타 양 기관이 동의하는 학술 교류활동 추진

비 고

순번

교류기관

협정일

협약내용
교수진 및 연구자의 교류

14

중국
동북사범대학

2009.01.12

학생교류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등의 교환
공동연구 기획 수행 및 심포지엄 실시
교수진 및 연구자 교류

15

중국중산대학

2009.06.05

학생교류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등의 교환
공동연구, 공동학술행사실시
교수, 행정직원 및 대학원생 교류

러시아
16

쌍트페테르부르그

2009.06.23

대학

공동 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학술자료, 발간물 및 기타 학술 정보 교환
기타 양 기관이 동의하는 교육 및 학술 교류활동
교수, 직원 및 대학원생 교류

17

러시아 극동대학

2009.09.29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자료 교환
기타 양 기관이 동의하는 학술교류활동
연구학자 교류 증진 및 연구활동 지원

18

중국 연변대학

2014.07.02

학술자료 및 학술간행물 교환
공동연구, 학술토론회 등 추진
교수 및 학생 교류

19

중국 중앙민족대학

2009.12.07

학술문헌, 도서, 자료 등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교수, 직원 및 대학원생 교류

20

인도 네루대학

2010.01.22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자료 교환
교수, 직원 및 대학원생 교류

21

프랑스 파리7대학

2010.06.11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자료 교환
교수, 직원 및 대학원생 교류

22

케냐 나이로비대학

2010.06.14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자료 교환
교수, 직원 및 대학원생 교류

23

터키 앙카라대학

2010.11.11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자료 교환
교수 및 연구 인력의 교류

24

중국 해양대

2011.11.11

학생 교류
학술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

25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 직원 교류

2011.11.14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연구자료, 출판물 등 정보 교환
학생, 직원 교류

26

대만 법고불교학원

2012.03.02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연구자료, 출판물 등 정보 교환
학생, 직원 교류

27

일본 큐슈대학

2018.03.05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연구자료, 출판물 등 정보 교환
학생 및 연구인력의 교류

미국
28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014.03.21

공동연구
자료와 정보 교류
세미나 등을 통한 상호교류

비 고

순번

교류기관

협정일

협약내용
학생 및 연구인력의 교류

29

스페인
University of Malaga

공동연구

2016.11.24

자료와 정보 교류
세미나 등을 통한 상호교류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 공동 개최 협의
인력 교류

30

일본
Waseda University

2017.02.27

학생 교류
학술 자료 및 정보 교환
학술 활동 장려
공동연구
교수 및 연구인력의 교류

키르키즈스탄
31

Bishkek Humanities

2017.05.12

University

학생 교류
학술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기타 협력
공동연구

32

인도
Nalanda University

교수 및 연구인력, 학생 교류

2017.06.12

연계 교육
학술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기타 협력
공동연구

인도

학술자료와 정보 교환

National Council of
33 Educational Research and

2017.06.15

Training

러시아
Moscow State University

기타 협력
교과서 및 커리큘럼 개발, 교육기술, 체육교육 등의 프로젝트 협력

(NCERT)

34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2017.11.07

of Education

합동위원회 구성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수 및 연구인력, 학생 교류
공동 학술회의 개최
기타 협력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

우즈베키스탄
35 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교수 및 연구인력, 학생 교류

2018.07.05

학생 교류
학술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
기타 협력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