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대학연맹
(Asian Universities Alliance, AUA)

□ AUA 개요
m 목적: 아시아대학연맹은(AUA)는 기존에 아시아 지역 일부 또는 역외 국가들
내의 대학들 간의 느슨한 형태의 대학 간 협의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
시아 지역 내에서 1국-2대학 원칙에 따라 엄선된 대학들의 협의체를 구성하
여 연구 및 학생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 한다. 이러한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 경제,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 하에 아시아 지역 및 세계적
인 도전과 위기에서 위기를 공동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m 창립과정
- 2016년 중국 칭화(Tsinghua)대학교 발의로 아시아 대학 주요 대학에 AUA창
립 제안
- 2016 년 9 월 중국 칭화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13 개 대학 대표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AUA 창립에 관한 의견 교환. 칭화대 측에서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목적, 멤버쉽, 사업, 재정 등을 포함한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2016 년 10 월~3 월 추가 의견을 서면으로 수집한 후 1 월
말에 최종안 확정 후 서명, 2017 년 4 월 28 일 창립 이사회를 통한 정식 출범.

m 회원교: 총 15개 대학
서울대학교(한국),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이상 중국), 도쿄대학교(일본),
말라야대학교(말레이시아), 킹사우드대학교(사우디아라비아), 콜롬보대학교(스리
랑카), 싱가포르국립대학교(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대학교(UAE), 양곤대학교
(미얀마), 인도과학기술대학교(인도), 인도네시아대학교(인도네시아), 출라롱콘대
학교(태국), 나자바예프대학교(카자흐스탄), 홍콩과학기술대학교(홍콩).

m 의장교: 중국 칭화대학교 (2017-2019) 임기 3년, 재임으로 임기 2022까지 연장

□ 주요 활동
m Mobility
- 학생: Youth Forum을 비롯한 단기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교류 협력
프로그램. 연간 8개 프로그램 내외에 회원교의 총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
- 교원: Scholars Award프로그램을 통한 전임교원들간의 연구 협력 및 공동 연
구. 각 회원교별 4명의 전임교원 파견. 연간 60여명의 교원이 파견 2주간 회원
교에서 관련분야 학자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진행.
- 직원: Staff Exchange프로그램을 통해 행정 실무자들이 회원교를 방문 타 대학
의 행정 시스템 및 운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업무 개선에 관한 벤치마케팅
실행.
m Research collaboration
- Academic Conference
- Joint Research Project
m Strategy & Policy
- Presidents Forum
- Executives Meeting
m Annual Report: 아시아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과제 및 현황 등에 관한
고등교육 관련 보고서 발간

m 홈페이지: http://www.asianuniversiti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