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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KACP 2단계] 차세대 여성학 연구자 교육 및 교류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협력사업 

○ [KACP Phase2] Korea-ASEAN Cooperation Project on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 for Young Scholars in Women’s Studies)

2) 사업목표

○ 한-아세안 차세대 여성 연구자들을 위한 강연 세미나와 발표 워크숍을 통해 한-

아세안 여성 인적 교류와 교육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함

○ 한-아세안 여성학 및 여성리더십 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여성 현황과 

역할에 대한 아세안 국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아세안 여성 교류 네트

워크 형성에 기여함

3) 사업기간 : 2014.6.25 ~ 2015.5.30

4) 사업예산 : 205,003 ($ 미화 달러) 

5) 시행 주최 

○ 아시아여성학회(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AWS)  

     41개국 637 개인/기관 회원 국제학회 

6) 공동 주관 기관   

○ 이화여자대학 아시아여성학센터 (Ewha Womans University, ACWS)  

○ 말레이시아세인스대학 여성발전연구소 (Universiti Sains Malaysia, KANITA)   

○ 인도네시아국립대학 젠더연구프로그램 (Universitas Indonesia, GS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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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 기관  

○ ASEAN Secretariat (아세안사무국)

○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아세안대학네트워크)

○ ASEAN-Korea Center (한-아세안 센터)

8) 사업 내용 

○ 한-아세안 차세대 여성 연구자 교육 및 발표 포럼

○ 아세안 지역 여성학 전문가 강의 세미나 및 토론 워크숍

○ 한-아세안 여성 교육 리더십 네트워크 회의

○ 아세안 지역 스터디 투어 문화 교류 체험

9) 사업참여국 : 한국 및 아세안 국가 총 11개국 

10) 직접수혜자 : 총 누적수 106명 

○ 한-아세안 지역의 여성발전에 관심이 있는 여성학자 및 여성 네트워크 전문가 (6

개국 28명)

○ 차세대 여성 지식인을 희망하는 한-아세안 각국의 대학원생 및 주니어 연구자 

(11개국 46명)

○ 한-아세안 지역 여성 관련 대학, 연구소 연구자 및 관계자 (3개국 22명)

○ KACP 사업 한-아세안 협력 기관 주요인사 (5개국 10명)

11) 주요 성과 

○ 한-아세안 공동 협력의 주요 의제인 여성 인적 자원의 교육 훈련과 교류 증진에 

기여 

○ 한-아세안 지역의 시니어/차세대 여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제 발표 및 토론을 통

한 아세안 여성학 연구 교육 역량강화 및 세대 간 지식 공유

○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네트워크(KAWSLN) 학술공동체 토대 마련 

○ KACP 1단계, 2단계 사업지속성 확보로 한-아세안 11개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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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자 발굴 및 지역 여성 전문가 네트워크 축적 

○ 1단계 한국과 필리핀에 이어 2단계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학 연구소와 

공동 주관함으로써 아세안 사업 수혜 지역 다양성 확대 및 지역 교육 기관 교류 

역량강화

○ ASEAN 사무국 사회문화분과, AUN 아세안대학네트워크, 한-아세안센터, ACWC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아세안 위원회, 주아세안한국대표부 등 

참여로 아세안 관계 기관 네트워크 협력 확대   

<2단계 Part 1, Part 2 전체 참가자 누적수 현황>

국가
발표자
Part 1

발표자
Part 2 강사/토론사회

초청
인사

사무국 누적

브루나이 2 - 2

캄보디아 1 2 3

인도네시아 2 4 4 4 5 19

라오스 2 2 4

말레이시아 2 2 7 1 4 16

미얀마 2 2 4

필리핀 2 3 6 1 12

싱가포르 2 2 4

태국 1 2 3 2 8

베트남 2 1 1 4

한국 2 4 7 2 13 28

기타 - 2 2

합계 20 26 28 10 22 106

  * KACP 선발자 중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브루나이 2명, 베트남 2명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 Part 2 발표자는 KACP 심포지엄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EGEP) 발표자 7명(한국 

2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2명, 스리랑카 1명, 인도 1명)을 포함

*** 사무국은 공동주관기관인 아시아여성학회 KACP 한국사무국,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진행팀, 말레이시아 

현지팀, 인도네시아 현지팀을 포함



 한-ASEAN 협력사업 결과보고서6

<2단계 Part 1, Part 2 전체 참여기관 목록>

라오스

E-Government Center
The Education for Development Fund(EDF-Lao)
National University of Laos

말레이시아

Universiti Sains Malaysia
Women's Development Research Centre(KANITA)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미얀마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베트남

The Vietnam Women’s Union
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
Thang Long University, Hanoi
Vietnam Institute of Development Strategy Ministry Planning and Investment

브루나이 University Brunei Darussalam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sia  Research Institute(AR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adjadjaran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Universitas of Indonesia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Malang, Indonesia

캄보디아

Cambodian Women's Crisis Center
Parliamentary Institute of Cambodia(PIC)
Young Woman Leadership Network

태국

Thammasat University
Chulalongkorn University
Mahidol University
Burapha University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P Open University
Philippine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Teacher Quality
Miriam College

한국

Ewha Womans University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ACWS)
Sill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학 연구소 전체

AUN Non-AUN Public Private
38

12 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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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여성학회 AAWS 임원>

President
Grace J. Alfonso, UP Open University, Philippines

Vice-Presidents
Sylvia Estrada-Claudio,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Kim Eun-Shil,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ouncil 
Chang Pilwha,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arolyn Sobritche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Chalidaporn Songsamphan,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Du Fanqin, Tianjin Normal University, China
Kristi Poerwandari, Universitas of Indonesia, Indonesia
Lee Hye-Kyung, Yonsei University, Korea
Lee Myoung Su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Le Thi Quy, Hanoi University, Vietnam
Mala Khullar,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India
Noraida Endut,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Rashidah Shuib, Universiti Sains Malaysia, Malaysia
Sumi Maria Tam,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Suwanna Satha-Anand,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Tanaka Kazuko,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Japan
Wei-Hung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Yoon Hyungsook, National Mokpo University, Korea

Executive Committee
Aileen C. Park,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Jieun Roh,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Secretary General
Finaflor F. Taylan, UP Open University,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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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P 사무국팀>

 아시아여성학회

장필화, KACP Project Director

아일린 박, KACP Project Manager

노지은, KACP Project Coordinator

김효정, KACP Program Coordinator 

전유나, KACP Program Assistant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이명선, Special Professor of ACWS

김나연, Researcher of ACWS

이소정, Researcher of ACWS

이은희, Researcher of ACWS

한송이, Researcher of ACWS

 말레이시아대학 KANITA

Siti Waringin Oon, Senior Social Research Officer 

Hasniza Mohamad Hassan, Executive Officer 

Siti Shahrizatil Husna Shahrudin, Publication Assistant 

Norshilawati Mohd Shibi, Executive Secretary 

 인도네시아국립대학 GSGP

Mia Siscawati, Head of KACP Co-Organizer 

Riska Karina Rosliana, Field Coordinator of KACP Co-Organizer

Meika Marlina Primaningrum, Administrative Staff  

Ravina Dhita Aprilyani, Design and Communication Staff 

Septiani Anggriani, Design and Communication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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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아세안 여성연구자 교육훈련 사업 PART I 

1. 사업 개요

1) 세부 사업명 [2단계 PART 1] 

  ○ 한-아세안 여성연구자 교육훈련 사업    

  ○ International Colloquium and Open Forum with Study Tour

2) 사업 목표 

  ○ 한-아세안 여성학 이론 개발 및 지식 확산

  ○ 한-아세안 여성학/여성 문제 공유 및 리더십 강화

  ○ 한-아세안 여성들의 사회 문화적 경험의 이해

3) 시행주최  

  ○ 아시아여성학회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4) 공동주관기관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 말레이시아 세인스 대학교 여성발전연구소 (USM, KANITA)   

5) 공동협력기관 

  ○ ASEAN (아세안)

  ○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아세안대학네트워크)

  ○ ASEAN-Korea Centre(한-아세안센터)

6) 개최 장소  

  ○ 국가 및 도시 : 말레이시아 페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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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 말레이시아 세인즈 대학(USM) 및 Vistana Hotel

7) 사업기간 

  ○ 착수 및 준비 : 2014.7.8 ~10.27 (약 4개월)

  ○ 전체 행사 : 2014.10.28~11.1 (4박 5일, 출도착 포함) 

  ○ 행사 : 2014.10.29.~10.31 (3일, 포럼, 콜로키움, 스터디투어)

  ○ 평가 및 정산 : 2014.11.3 ~ 11.30 

  ○ 주요 일정 

     - 참가자 공개 모집 : 2014.7.11 - 2014.8.11

     - 심사위원회 구성 : 2014.7.11 - 2014.8.11

     - 참가자 선발 : 2014.8.11 – 2014.8.28

     - 합격자 공고 : 2014.8.29

     - 합격자 발표문 취합 : 2014.8.30 - 2014.9.29

     - 합격자 발표 PPT 취합 : 2014.8.30 - 2014.10.15

     - 합격자 항공권 발권 및 참가 안내 : 2014.8.30 - 2014. 9.30

     - 강사 항공권 발권 및 참가 안내 : 2014.8.30 - 2014. 9.30

     - 프로그램 확정 : 2014.8.1 - 2014.8.30

     - 프로그램 홍보 : 2014.8.31 - 2014.10.31

     - 프로그램 진행 : 2014.10.29 – 2014.10.31

8) 사업참가자 

  ○ 공개 모집 선발자: 한-아세안 11개국 22명 차세대 여성학자

  ○ 초청강사, 좌장, 토론자 : 5개국 13명

  ○ 주요귀빈 : ASEAN(Director of the Socio-Cultural Directorate),   

AUN(Executive Deputy Director), USM(Vice Chancellor)

  ○ AAWS 이사 및 사무국 및 KACP 프로젝트 실무팀

  ○ 그 외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 교수, 학생, 지역활동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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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내용  

  ○ 국제오픈포럼 (International Open Forum)

한-아세안 차세대 여성연구자 연구주제 공개 발표

  ○ 국제콜로키움 (International Colloquium)

한-아세안 지역 여성 전문가 교수진 여성학 이론 강의 교육 훈련 토론 

  ○ 스터디투어 (Study Tour)

지역 여성 활동 현장 체험 및 문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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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프로그램

1) [DAY 0]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만찬 

  ○ 일시 및 장소 

     - 2014. 10. 28 화요일, 15:00~21:00  

     - 말레이시아 페낭 비스타나(Vistana) 호텔 

  ○ 참가자 인사 및 주요 참가 기관 소개 

  ○ KACP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행정 실무

  

2) [DAY 1] 국제오픈포럼 

○ 일시 및 장소 

- 2014. 10. 29 수요일 8:30~17:15

- 비스타나(Vistana) 호텔

○ 총 참여인원 : 약 100여명

○ 포럼 주제 

- “Uncovering Korea-ASEAN Women’s Lived Realities through Feminist Research”

○ 세션별 주제 

- 여성 교육과 역량강화 

- 페미니즘 연구와 윤리적 이슈 

- 여성 액티비즘과 학문적 과제

- 창조적 여성 리더십

○ KACP 차세대 여성연구자 발표  

- 발표자 : 한-아세안 11개국 선발참가자 20명

       (*최종선발 발표자는 22명이나 2명은 부친상으로 현장불참 총 20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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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aruda Luanglath, Lao PDR, “Wome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Development in Lao PDR”

 2. Labang Esther Hkawn Nu, Myanmar, “Myanmar Women's Education and  Empowerment 

from a Christian Women Perspectiv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3. Eom Eun Hui, Korea,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Fair Trade: The Case Study 

on Partnership b/w iCOOP Korea and PFTC”

 4. Pham Thi Minh Hang, Vietnam, “Safe Cities: Can Dreams Come True?”

 5. Woo Choonhee, Korea, "Creating Workers Collective for Food Work in Anyang, Korea: 

An - Eco Feminist Perspective“

 6. Sabariah Mohd Salleh, Malaysia, “Women's PhD Journey: A Reflection of the U-Curve 

Theory”

 7. Genevieve Jorolan-Quintero, The Philippines, “Ang Balyan (The Priestess):  Shaman, 

Teacher, Leader”

 8. Kim Anh Duong, Vietnam, “Ethical Challenges in Doing Research on Human Trafficking: 

Whose confidentiality, Safety and Security?”

 9. Elisabeth Dewi, Indonesia, “Standing in the Midst of Feminist Research and Ethical 

Practices: Fieldwork Issues in Central and West Java, Indonesia”

10. Duanghathai Buranajaroenkij, Thailand, “Changing Gender Roles Under Armed 

Conflict Conditions: Muslim Women’s Roles in the Public Sphere in Southern 

Thailand”

11. Norainie Ahmad, Brunei, “Values Conflict and Cultures of Reproduction in Contemporary 

Brunei Darussalam: Negotiating Changes in Marriage, Family and Motherhood”

12. Mercy Karuniah Jesuvadian, Singapore, “A Fine (In) Balance? Employed Single 

Mother’s Experience of Work and Sole Caregiving in Singapore”

13. Cecilia Fe L Sta Maria-Abalos, The Philippines, “When Grassroots Women Speak about 

Themselves, Their Lives and Their Roles as Advocates of Child Protection in Their 

Community”

14. Top Davy, Cambodia,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in Cambodia”

15. Sokuntheary Lor, Cambodia, “Young Women Leadership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Feminist Talk in Social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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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iani Rachmawati, Indonesia, “What Shapes Women to Become Leaders: The Individual 

Efforts Vs Organisational Supports”

17. Mai Aye Aye Aung, Myanmar, “Forces to Work and Ways to Lead by Working Women 

from Different Level s in Myanmar Context”

18. Nurul Ainy Mohd Noor, Malaysia, "Leading Online Businesses: Challenges for Women"

19. Khoo Choon Yen, Singapore, “Financial Literacy and Sustainable Livelihoods: Strategies 

and Constraints of Indonesian Domestic Workers”

20. Parvena Meepradit, Thailand, “Safety Culture of the Women First Responses in Pollution 

Control Area”

21. Viengdavong Luangsithideth, Lao PDR, “Reducing Vulnerability and Increasing Opportunities 

in Education for Women in Lao PDR”

22. Dk Hjh. Saerah Pg Hj.Petra, Brunei, “The Peaks and Lows of Women’s Involvement 

in Microbusiness in the case of Brunei Darus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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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 2] 국제콜로키움

○ 일시 및 장소 

- 2014. 10. 30, 목요일 8:45~17:45

- 세인스 말레이시아 대학교, 회의장 

○ 패널 발표  

- 키노트 1, 패널 2, 라운드업 렉처 1 (시니어 학자 9명)

- 참가자들 질의 응답 및 토론 

○ 세션 주제 

- 21세기 여성주의 학문과 아시아 여성  

- 여성주의 연구 방법론과 윤리

- 여성주의 페다고지와 실천

- 여성학 연구와 여성주의 리더십

4) [DAY 3] 스터디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4. 10. 31, 금요일 8:00~18:30

○ 지역 여성 활동 및 문화 체험

○ 활동 

- 지역 커뮤니티 마을 체험 : Mengkuang Titi Homestay 

- 조지 타운 투어 : Georgetown City

- 여성 NGO단체 방문 : Women’s Centre for Change (W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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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별 전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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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루나이

   - 저출산율에 대한 말레이 무슬림 종교 분석 연구발표

   - 소규모 여성기업가의 리더십과 도전 연구발표 

2. 캄보디아

   -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과 결과 분석 연구발표

   - 여성의 사회참여능력 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연구발표

3. 인도네시아

   - 자바지역 여성가사노동자의 젠더관계 및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 발표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과소대표성에 대한 연구발표

4. 라오스 

   - 국가 전략계획을 통한 여성의 성장과 젠더 평등에 대한 연구발표 

   - 여성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ICT 사례 연구발표

5. 말레이시아

   - 고학력 박사학위 과정 여성의 성취, 리더십과 도전에 대한 연구 발표 

   - 온라인 비즈니스 산업의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 발표 

6. 미얀마 

   - 미얀마 여성 교육 사례 발표 

   -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어려움과 리더로서의 도전에 대한 연구발표

7. 필리핀

   - 여성 사제 만타야 발얀(Mandaya balyan)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 발표 

   - 지역 공동체 풀뿌리 운동에서의 여성 리더십 연구 발표 

8. 싱가포르 

   - 자바지역 여성 가사노동자의 경제 접근에 대한 연구발표

   - 한부모 여성의 고용과 가족 내 돌봄제공자로서 경험에 대한 연구발표

3. 주요 발표 및 토론 

1) KACP 차세대 여성연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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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태국

   - 재난지역 여성들의 안전 문화와 비교기준지 결정 연구발표

   - 여성 교육기회의 부재와 교육참여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 

10. 베트남 

   - 공공장소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연구발표 

   - 인신매매연구에서 윤리적 원칙의 필요성과 윤리적 지침 연구 발표  

11. 한국 

   - 소비자 협동조합 아이쿱과 필리핀 판나이공정무역센터에 대한 연구발표

   -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의 먹거리 노동에 대한 연구 발표  

 

2) KACP 발표에 대한 주요 토론  

1. 여성 교육과 임파워먼트

   - 끼어들기 전략을 통한 여성의 공적영역 참여 증진 방안 모색 필요

   - 새판짜기 전략을 통한 공사영역 분리의 문제와 성별분업 문제의 해결

2. 여성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 리더십과 리더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개념화 작업 필요 

   - 창의적 리더십으로서 여성 임파워먼트에 대한 재정립화 방안 모색

3. 여성주의 연구방법론

   - 여성의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살아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 필요

   - 성별 간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필요

4. 여성주의 연구와 윤리

   - 젠더정의 실현과 젠더관계 변화를 위한 연구의 목적 상기 필요

   -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연구자의 성찰이 요구됨 

   - 연구주제 선정 목적과 의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요구됨



27 Ⅱ. 한-아세안 여성연구자 교육훈련 사업 PART I 

3) 콜로키움 주요 강의 토론 내용

1. 21세기 여성주의 학문과 아시아 여성 

   - 인터넷 공론장을 통한 지구적 운동과 아시아 여성주의 연구의 교차성

   - 대학온라인과정과 같은 디지털환경 속에서의 교수/학습/연구개념 확장

   - 열린교육자원(OERs)의 디지털 출판 공간 확장(개방형 무료 공유)
   - 공공담론을 위한 온라인 상 학문적 유통과 차세대 여성학자의 역할

2.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방법론과 윤리학

   - 지식생산에 있어서 연구자 윤리와 성찰과정 인식의 중요성 

   - 연구의 전 과정에서 누구의 어떤 지식인가에 대해 질문하기

   - 지배적 실증주의 연구 전통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위치성과 맥락 이해

   - 여성주의 인식론은 여성들의 삶과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 윤리적 읽기란 텍스트를 고정화시키지 않고 질문하며 읽는 것

3. 여성주의 페다고지와 실천

   - 가부장적 교육체계와 규범적 가치 전환의 필요성 인식

   - 교수와 학생 간 새로운 관계 형성 또한 여성주의 페다고지의 실천 

   - 공적 영역과 정책 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배제에 대한 인식 필요 

   - 공동체 내에서 일상에서 페다고지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됨 

4. 여성주의 연구를 통한 임파워링 리더십

   - 여성문제에 대한 지역적/지구적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적/지구적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 연대의 결성  번역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이론과 실천의 의미 

   -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로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힘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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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 현황

1) 공개모집

○ 온라인 홍보를 통한 한-아세안 11개국 총 22명 선발 공개모집

○ 지원 자격  

- 한아세안 국가 :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차세대 여성연구자 : 대학 및 연구소에 소속된 석사 이상 학생, 후박사, 신진 

연구자 및 강사 등 여성연구 경험 있는 자

○ 지원 기간 : 7.11 - 8.11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kacp014@gmail.com) 

2) 심사 및 선발 

○ 지원자 수 : 18개국 140 명

○ 서류 심사 통과자 : 117 명

○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 AAWS 이사 및 집행위원 총 7명 

○ 최종 합격 : 11개국 22명 (*2명은 개인사정으로 발표 불참)

○ 선발 기준 : 지원서 50%, 발표주제 50%

<국가별 지원자 및 선발 현황>

국가 지원자수 선발자수 비고

브루나이 3 2
캄보디아 5 2 1명 부친상 불참

인도네시아 35 2
라오스 5 2

말레이시아 5 2
미얀마 8 2
필리핀 37 2

싱가포르 2 2
태국 7 2 1명 부친상 불참

베트남 12 2
한국 10 2
기타 11 -
합계 14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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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및 주요 초청 인사 

○ 한-아세안 지역 다학제적 여성 연구 전문가 및 대학 교수

○ KACP 주요 협력 기관 네트워크 초청

4) 행사 준비 실행팀 

○ 아시아여성학회 KACP 사무국

아일린 박, KACP Project Manager

노지은, KACP Project Coordinator

김효정, KACP Program Coordinator

전유나, KACP Project Assistant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협력지원

이은희, ACWS Researcher

한송이, ACWS Researcher

○ 말레이시아 KACP 현지 진행팀 : KANITA, USM 

Siti Waringin Oon, Senior Social Research Officer 

Hasniza Mohamad Hassan, Executive Officer 

Siti Shahrizatil Husna Shahrudin, Publication Assistant 

Norshilawati Mohd Shibi, Executive Secretary 

<Part 1 국가별 전체 참가자 수 현황>

국가 발표자 강사/토론/사회 초청인사 사무국 계

브루나이 2 2
캄보디아 1 1

인도네시아 2 1 3
라오스 2 2

말레이시아 2 6 1 4 13
미얀마 2 2
필리핀 2 3 5

싱가포르 2 2
태국 1 1 1 3

베트남 2 2
한국 2 4 1 6 13
합계 20 15 3 10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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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Call for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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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양식 Applic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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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안내문 Administrativ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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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발표자 및 주요 참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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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 및 배

1) 웹사이트 홍보 

○ 아시아여성학회 홈페이지 www.aaws07.org  

○ 말레이시아세인즈대학교 http://kanita.usm.my 

○ 이화여자대학교 http://acws.ewha.ac.kr  

○ 필리핀국립대학교 www.upd.edu.ph

○ 한-아세안센터 www.aseankorea.org 

2) 이메일 홍보 및 문의 접수

○ KACP 2단계 사업 공식 메일 주소 : kacp014@gmail.com

○ KACP 행사 안내 이메일 홍보 : 총 5회

○ 국내외 아시아여성학회 회원 및 연구기관, 학교, 학회 및 국제 NGO, 

주한 아세안 국가 대사관 포함 약 3천 개 

3)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자료집: 국제포럼, 콜로키움, 스터디 투어 자료집 

○ 기관 홍보 자료물 (시행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  

○ 기념품: 한-아세안 센터 기념품 (수첩), 대회 기념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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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홍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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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자 평가

1) 참가자 평가설문지 조사

 ○ 설문 참여자 수 : 참가자 20명

 ○ 질문 문항 : 프로그램(14항), 진행관리(7항), 숙박(4항), 식음(2항), 행사장소(9항), 

총평(6항) 

2)  주요 만족도 평가 결과 : 평균 4.15점 (5점 척도)

내용 항목 평균

프로그램

○참가 목표 성취도 4.2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4.4

○프로그램 형식 4.2

○프로그램 스케줄 3.55

○초청강사 4.3

진행관리

○사회자, 토론자 4.35

○참가자 발표 4.1

○워크숍 및 토론 4.2

○스터디 투어 3.7

○기자재 시설 4.2

숙박 및 장소

○식음 4.2

○이동 교통 4.25

○스텝 진행 관리 4.4

○숙박 4.2

○행사 장소 4.1

3) 참가자 총평

“아주 흥미로운 행사였고 유익한 경험이었다.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이었고 건설

적인 비판을 포함한 새로운 생각들을 모아낼 수 있었다. 다음 KACP에서는 발표 시간

을 15-20분 정도로 좀 더 길게 주는 것이 발표 주제에 대한 좀 더 나은 종합적인 설명

이 가능할 것이다. 모든 세션에서 제공된 토론들 덕분에 내 연구 논문을 더욱 발전시

킬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이에 감사를 전한다.”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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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이상적인 기술과 경험을 얻었

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내가 배운 것들을 미래에 사용할 것이다. 다음번에

는 기술과 여성 발전에 관련한 다른 발표사례가 있길 바란다.” (라오스)

“진행이 좀 빨랐지만 그래도 좋았다. 친근한 환경이지만 매우 열정적이었다. 나는 

연구를 위한 만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얻었다.” (미얀마)

“집중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토

론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다. 선생님들과 참가자들로부터 들었던 코멘

트는 매우 소중하고 유용했다.” (필리핀)

“차세대 학자들의 다른 연구들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연구와 발견에 

대한 발표에서 자신감이 있었다.” (베트남)

“교수님들로부터 방법론과 윤리를 배운 것이 좋았다. 다음 KACP 에서는 관련 문서

를 미리 보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캄보디아)

“교수님들이 윤리와 페다고지에 대해서 토론했던 것이 차세대 학자들에게 매우 도

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토론을 충분히 했던 것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아시아 페미

니스트 학자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 여성 문제에 대해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

으로 토론을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매우 좋았다. 나는 모든 교수님들을 매우 존경한다. 그들의 실천과 경험으로부터 

나의 연구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라오스)

“대부분 통찰력이 있었고 도발적이었다. 참가자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열어준 것은 

유익했다. 토론은 나의 생각을 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싱가포르)

“지역 공동체를 알게 되고 그들의 경험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여성들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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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더 많은 역사적인 장소에 방문하길 바란다.” (캄보디아)

“여성위기센터(WCC)를 방문하고 현재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

았다. WCC의 대표가 어떻게 단체를 발전시켜왔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에

는 더 많은 NGO 단체를 방문할 수 있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비록 날씨는 더웠지만 스터디 투어는 매우 좋았다. 여성위기센터에 방문할 수 있어 

좋았고 그들의 활동과 운동이 인상적이었다.” (베트남) 

<참가자 평가 설문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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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 교류협력 사업 PART II 

1. 사업 개요

1) 세부 사업명 [2단계 PART 2] 

○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 교류협력 사업    

○ International Symposium and Workshop for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2) 사업 목표 

○ 한-아세안 여성 연구자 학술 네트워크 강화  

○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 네트워크 

3) 시행주최  

○ 아시아여성학회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4) 공동주관기관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 인도네시아국립대 젠더연구프로그램 (Universitas Indonesia, GSGP) 

5) 공동협력기관 

○ ASEAN (아세안)

○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아세안대학네트워크)

○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센터)

6) 개최 장소  

○ 국가 및 도시 : 인도네시아 데폭 

○ 장소 : 인도네시아국립대학(UI) 및 Bumi Wiyata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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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기간 

○ 착수 및 준비 : 2014.10.30. ~2015.2.10 (약 3개월)

○ 전체 행사 : 2015.2.10~2.15 (5박 6일, 출도착, 오리엔테이션) 

○ 행사 : 2015.2.12.~2.14 (3일, 심포지엄, 워크숍, KAWSLN)

○ 평가 및 정산 : 2014.2.23 ~ 4.30 

○ 주요 일정 

- 인도네시아 프로그램 기획 AAWS 이사회 회의 : 2014.10.30

- 한-아세안 국가별 참가자 선발 기획 화상회의 : 2015.1.6. 

- 전문가 추천 및 선발 (11개국x2명) : 2015.1.6 ~ 2015.1.14 

- 선발 참가자 개별 공고 : 2015.1.6 ~ 2015.1.14.

- 프로그램 홍보 : 2015.1.15.~2.14

- 참가자 발표 및 항공권 등 참가 안내 : 2015.1.15. 

- 발표자 발표초록 취합 : 2015.1.21. 

- 프로그램 확정 : 2015.1.30

- 발표자 발표 PPT 취합 : 2015.2.6 

- 프로그램 진행 : 2015.2.12.~2.14  

8) 사업참가자 

○ 전문가 추천 선발자: 한-아세안 11개국 22명 차세대 여성학자

○ 초청강사, 좌장, 토론자 : 한-아세안 지역 여성 연구 전문가

○ 특별세션 발표자 :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 공동연구자

○ 주요귀빈 : ASEAN, AUN, 아세안한국대표부, UI

○ AAWS 이사회, KACP 사무국, 현지 실무팀

○ 인도네시아 전국세미나 발표 교수, 학생, 지역활동가 등 다수

9) 사업내용  

○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 한-아세안 지역 여성학 전문가, 연구자 발표 및 주요 협력 기관 초청 

○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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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차세대 여성연구자 연구주제 발표 

  -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연구워크숍 

○ Korea-ASEAN Women’s Studies and Leadership Network (KAWSLN)

  - 2차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 네트워크 회의   

  - 인도네시아 역사 문화 체험

2. 세부 프로그램

1) [DAY 0]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만찬 

○ 일시 및 장소 

 - 2015. 2. 11 수요일, 17:30~19:00  

 - 인도네시아 데폭 Bumi Wiyata 호텔 

○ 참가자 인사 및 주요 참가 기관 소개 

○ KACP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행정 실무

2) [DAY 1] KACP 국제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2015. 2. 12 목요일, 8:00~20:00  

- 인도네시아 UI, Depok Campus,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주제

-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to Achieve Gender Justice: Challenges for the 

Strategic Roles of Women’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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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P 초청 Keynote, Plenary Panel 

1, 2, 3 발표  

○ 인도네시아 여성학 전국세미나

(2.10~2.13) 연계 

○ 약 200여명 참석 

3) [DAY 2] KACP 국제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5. 2. 13 금요일, 9:00~18:00  

- 인도네시아 데폭 Bumi Wiyata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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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nary Talk, Parallel Panel 1, 2, 3 발표, Plenary Discussion  

○ 공동연구워크숍 (KACP Collaborative Research Workshop)

○ 아시아여성학회 이사회 회의 (AAWS Council meeting) 

○ KACP 선발자 19명 참가 

  (* 22명 가운데 브루나이 2명, 베트남 1명은 홍수 문제로 불참)

 1. Asama Mungkornchai, Thailand, “The Gender Orientation in Islamic Education in the 

Deep South of Thailand”

 2. Esther Hkawn Nu, Myanmar, “Strengthening Women’s and Gender Studi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Information Era”

 3. Kem Keothyda, Cambodia, “Human Trafficking on Migration”

 4. Joohee Kim, Korea, “Changing Belongings of Korean Women Selling Sex Overseas”

 5. Mercy Karuniah Jesuvadian, Singapore, “Being Visible: Bridging the Gap between 

Single Parents and Schools” 

 6. Norainie Ahmad, Brunei, “Utilizing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 in Strengthening 

Women’s and Gender Studies in Higher Education” 

 7. Ruth Eveline, Indonesia, “Engaging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of Gender 

Integration Guide in Institution-based Wastewater Treatment Program”

 8. Aquarini Priyatna, Indonesia, “The Making of Male Feminists: Experiences in Teaching 

and Learning Gender and Sexuality in the Academia” 

 9. Chantalay Khamsavang, Lao PDR, “Strengthening Women’s and Gender Studi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Information Era”. 

10. Cong Than Huyen, Vietnam,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Promote and Strengthen Women’s and Gender Studies across Vietnam” 

11. Finaflor F. Taylan, Philippines, “Women and Gender Studies and Programs in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Open University through Open and Distance e- Learning”  

12. Hartini Mohamad Yussof, Brunei, “Loc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in 

Women’s and Gender Studies: Is it Indispensable?” 

13. Kyawt Kyawt Khaing, Myanmar, “Delivery of Livelihood based e- Service for Women’s 

capacity of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 Myanmar”  

14. Jennie V. Jocson, Philippines, “IlangKurokuro kay Sir at kay Maam: Opinions about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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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am”

15. Kim Hyun-Gyung, Korea, “Gender/ Sexuality Politics of Management-Structured 

Entertainment Industry in South Korea” 

16. Nguyen Thi Kim Dung, Vietnam, “Why It Is Crucial for Men to Involve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17. Socheat Thak, Cambodia, “Girls’ Access to Education (GATE) Project in Cambodia”

18. Theresa W. Devasahayam, Singapore, “Connections, Collaborations and Commitments: 

Studying Gender in Singapore” 

19. Zaireeni Azmi, Malaysia, “In the Field: Where do I come from?” 

20. Phanphasa Lomchantala, Laos PDR, “Doing and Proposing Collaborative Research on 

Gender and Women in Laos-ASEAN” 

21. Chalidaporn Songsamphan, Thailand, “Strategic Challenges in Becoming Engaged 

Academia” for Plenary Talk

22. Noraida Endut, Malaysia, “Doing Proposing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for 

Plenary Discussion

4) [DAY 3] 2차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 네트워크 회의 

○ Korea-ASEAN Women’s Studies and Leadership Network (KAWSLN)

- 2015. 2. 14 토요일, 9:00~16 :00  

- 인도네시아 데폭 Bumi Wiyata 호텔 

- 51명 참가 (1단계 1차 회의 참가자 30명) 

○ 인도네시아 역사 문화 탐방 

- 장소 : Taman Mini Indonesia In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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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별 전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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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루나이

고등교육에서의 여성학 젠더 연구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활용 연구

- 여성학 젠더 연구를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협력 사례 연구

3. 주요 발표 및 토론

1) KACP 심포지엄 

1. 아세안 공동체 과제와 여성 

   - 아세안 공동체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영역에서의 젠더 이슈

   - 아세안 위원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모니터링 권한 부재 

   - 아세안 문화 종교적 다양성과 여성 인권 의식 중요

   - 아세안 경제공동체 발전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의 위협을 경계

   - 주변화된 비가시적 여성 노동의 경제 참여 성별통계 필요 

   -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 대학 구조조정 및 여성학 아카데미 축소

   - 학문의 경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여성학 공동 협력 필요

2. 젠더 정의와 아시아 여성

   - 인도네시아 여성 폭력, 소수자 차별, 종교 분쟁, 사회 불안 문제

   - 여성주의 미래는 여성주의적 연구와 정책, 시민사회운동의 결합 

   - 여성 임파워먼트의 제도화 모색 및 아세안 공동 프로젝트 중요

   - 베이징+20, MDGs+15를 맞이하여 발전 프레임에 인권 접근 강화 

   -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남성의 참여 중요 

   - 개발에 있어 교육, 건강, 고용 문제가 중요한 이슈 

3. 초국가적 아시아 여성운동

   -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재해 복구 과정 지역 여성들의 참여 사례 비교

   - 한국과 필리핀 결혼이주가족 사례에서 성별, 인종, 민족 차별 비교

   - 인도와 방글라데시 달릿트 불가촉천민계급 여성 임파워먼트 사례 비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여성 농민들 토종종자 지키기, 식량 안전 사례 비교 

   - 인도네시아 대규모 산업개발에 저항하는 두 지역 마을 사례 비교

   - 아시아여성들의 다중적 정체성, 유동성과 초국가적 연대의 가능성 모색

2) KACP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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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 송출지, 경유지, 도착지로서 캄보디아의 불법이주와 인신매매 원인 연구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청소녀 교육과 일자리 창출 협력 사례 연구

3. 인도네시아

- 물재활용 정부 프로그램에 지역 여성 참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대학 내 젠더/섹슈얼리티 강의가 남학생의 젠더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라오스 

- 대학이나 연구소 제도화가 취약한 라오스에서 라오스여성유니온(LWU) 젠더 교육 제

공 사례 연구    

- 아세안 맥락에서 라오스 여성의 지위와 젠더 이슈 관련 연구의 필요성

5. 말레이시아

- PAS 여성 당원 ‘Muslimat 되기’ 구술 및 방법론 연구    

- 온라인 비즈니스 산업의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 

6. 미얀마 

- 미얀마 고등 교육에서 여성 참여 제한, 특히 엔지어니링, 의학 분야에서 여성은 소수

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 기회 제한적 

미얀마 ICT 활용 전자 정보 서비스 향상을 통한 여성 임파워먼트 전망 

7. 필리핀

- 대학 교육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학 온라인 교육 활용 사례 연구

- 젠더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평가 기술 교육을 통한 교사들의 역량강화  

  
8. 싱가포르 

- 싱가포르 소수 집단 인도인 한부모 여성의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 

젠더 연구의 다학문성과 학문 및 정책 연구 분야의 다층성 분석 

9. 태국

- 태국의 전통적 이슬람 교육 기관인 Pondok에서 남녀 성역할 교육 연구

10. 베트남 

-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에 남성 교육과 참여의 효과성 사례 연구 

- 베트남 정보 인프라의 발전을 통한 아세안 국가 간 여성학 연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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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 한국 성매매 시장의 변화와 성매매 여성들의 세대별 행위자성 연구

- 글로벌 연예산업의 상품화 구조와 젠더/섹슈얼리티의 재구성  

3) KACP 공동연구워크숍  

  : 한-아세안 여성학 공동 연구 주제 토론 및 제안

- 아시아 성 정체성의 정치 

- 아시아 대중문화 

- 성의 상품화와 미용 산업 

- 종교 간 대화와 여성 문화 

- 인신매매와 여성

- 자원과 환경, 기후변화

- 재생산 건강

- 이주와 다문화 가족

- 한-아세안 젠더 정책 비교 연구

- 아세안 통합과 젠더

- 분쟁과 재난

-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 교육과 여성학 제도화

- 여성의 비공식 경제 활동과 생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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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 현황

1) KACP 참가자 추천 모집 

○ 아시아여성학회 전문가 추천 한-아세안 11개국 총 22명 선발 

○ 지원 자격  

- 한아세안국가 :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차세대 여성연구자 : 대학 및 연구소에 소속된 석사 이상 학생, 후박사, 신진 

연구자 및 강사 등 여성연구 경험 있는 자

2) 오픈포럼 특별 세션 발표자 추천 선발

○ 차세대 아시아 여성 활동가들의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이화여자대학

교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EGEP)에서 아시아 여성 활동가들의 국가 

공동연구 발표 (총 6팀, 7명) 

○ KACP 한-아세안 지역 차세대 여성 연구자와 EGEP 아시아 지역 여성 활동가

들과의 연구 교류의 장 제공

<국가별 선발 및 발표자 현황>

국가
KCAP 
선발자

KACP
발표자

EGEP
발표자

비고

브루나이 2 - 2명 불참

캄보디아 2 2
인도네시아 2 2 2

라오스 2 2
말레이시아 2 2

미얀마 2 2
필리핀 2 2 1

싱가포르 2 2
태국 2 2

베트남 2 1 1명 불참

한국 2 2 2
기타 - 2 스리랑카 1, 인도 1
합계 22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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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및 주요 초청 인사 

○ 한-아세안 지역 다학제적 여성 연구 전문가 및 대학 교수

○ KACP 주요 협력 기관 네트워크 초청

4) 행사 준비 실행팀 

○ 아시아여성학회 KACP 사무국

아일린 박, KACP Project Manager

노지은, KACP Project Coordinator

김효정, KACP Program Coordinator

전유나, KACP Project Assistant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협력 지원

김나연, ACWS Researcher, EWHA

이소정, ACWS Researcher, EWHA

한송이, ACWS Researcher, EWHA 

○ 인도네시아대학 KACP 현지 진행팀 : GSGP, UI  

Mia Siscawati, Head of KACP Co-Organizer (GSGP 학과장)

Riska Karina Rosliana, Field Coordinator of KACP 

Meika Marlina Primaningrum, Administrative Staff  

Ravina Dhita Aprilyani, Design and Communication Staff 

Septiani Anggriani, Design and Communication Staff  

<Part 2 국가별 전체 참가자 수 현황>

국가 발표자 강사/토론/사회 초청인사 사무국 계

브루나이 - -
캄보디아 2 2

인도네시아 4 3 4 5 16
라오스 2 2

말레이시아 2 1 1 3
미얀마 2 2
필리핀 3 3 1 7

싱가포르 2 2
태국 2 2 1 5

베트남 1 1 2
한국 4 3 1 7 15
기타 2 2
합계 26 13 7 1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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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발표자 및 주요 참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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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 및 배포  

1) 웹사이트 홍보 

○ 아시아여성학회 홈페이지  www.aaws07.org  

○ 말레이시아세인즈대학교 http://kanita.usm.my 

○ 이화여자대학교 http://acws.ewha.ac.kr  

○ 필리핀국립대학교 www.upd.edu.ph

○ 한-아세안센터 www.aseankorea.org 

2) 이메일 홍보 및 문의 접수

○ KACP 2단계 사업 공식 메일 주소 : kacp0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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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안내 이메일 홍보 : 국내외 아시아여성학회 회원 및 연구기관, 학교, 학회 

및 국제 NGO, 대사관 포함 약 3천 개 

○ 인도네시아 현지 홍보 : 심포지엄 브로셔 제작 및 우편 배포 

Sahd 대학(자카르타 소재), Alauddin 대학(마카사르 소재) 등 500여개 

3)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자료집 : 심포지엄 프로그램북 200부 배포

○ 기관 홍보 자료물 (시행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  

○ 기념품 : 한-아세안 센터 기념품 (수첩), 대회 기념 가방 

<대회 기념 가방>

      

<프로그램북>

<한아세안기념수첩>

      

<심포지엄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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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디어 홍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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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자 평가

1) 참가자 평가설문지 조사

○ 설문 참여자 수 : 참가자 34명 

○ 질문 문항 : 프로그램(8항), 진행관리(7항), 숙박(4항), 식음(2항), 행사장소(9항), 

총평(6항) 

2) 주요 만족도 평가 결과 : 평균 3.73점 (5점 척도)

항목 평균

프로그램

○ 참가 목표 성취도 4.23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3.23

○ 프로그램 스케줄 3.76

○ 초청강사 4.17

○ 사회자, 토론자 4.35

○ 참가자 발표 4.17

○ 워크숍 및 토론 3.79

○ 현지역사탐방 2.41

진행관리

○ 기자재 시설 3.32

○ 식음 3.73

○ 이동 교통 3.61

○ 스텝 진행 관리 3.97

숙박 및 장소
○ 숙박 3.79

○ 행사 장소 3.82

3) 참가자 총평

“아주 엄격한 스케줄이었지만 포럼 전체가 다 매우 중요한 주제와 사람들이었다. 인

도네시아 행사는 정말 우수하고 완벽했다.” (인도네시아)

“발표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웠다. 너무 훌륭했다.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 여성/젠더에 대해 경험을 나눌 수 있어 

훌륭했다. 여성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회의에 초대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한아세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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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라오스)

“완벽했다. 연구 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유익했고 좋았다.” (말레이시아)

“모든 발표자들의 발표가 좋았지만 조금 길었다. 개회사와 축사가 많았다. 세 명의 

기조발제가 너무 통찰력이 있었고 지적인 호기심을 주었다. 이 발표가 나에게 큰 영감

을 주었다.” (태국)

“발표들이 너무 좋았고 발표를 좀 더 늘려주길 바란다.” (캄보디아)

“발표를 듣는 것이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웠다. 발표들이 유익했고 도전적이었고 성

찰적이었다.” (한국)

“상세한 발표. 너무 큰 행사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편하지는 않았다. 좋은 행

사였다.” (필리핀)

“아세안에 관한 기조 발표, 특히 2015년 아세안 통합이 어떻게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 졸업생들

의 발표도 매우 흥미로웠다.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학계에서 발표하는 것

이 의미 있었다.” (캄보디아)

“모든 발표자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여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발표자들은 내가 연구자로서 성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도네시아)

“참가자들에게 매우 상세한 정보를 주었다. 훌륭하다. 다른 발표자들의 다양한 경험

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흥미로웠다. 협력, 조화, 소통. 미래의 젠더와 여성

학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미얀마)

“발표가 다양했지만 의미 있었고 이야기할거리가 많았다. 소집단으로 모였던 것이 



 한-ASEAN 협력사업 결과보고서78

좋았다. 진행은 효율적이었다.” (한국)

“각 패널마다 다양한 주제가 있었는데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가 시간을 진행할 수 있어 즐거웠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

다.” (태국)

“발표자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토론자가 다루어 주었고 이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상호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행은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충

분히 참가할 수 있었고 흥미로운 연구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협력하

고 네트워킹할 수 있길 바란다.” (캄보디아)

“차세대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 소집단이라 다른 집단의 발표를 들을 

수 없었지만 토론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개념과 정의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

었다. 이 패널을 통해 우리의 네트워크가 더 강해지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주 좋았고 통찰력이 있었고 영감을 주었다. 많

은 것을 배웠다.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었다.” (싱가포르) 



79 Ⅲ.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 교류협력 사업 PART II 

<참가자 평가 설문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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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네트워크 협력 회의 

1) ASEAN SOM-ED 회의 참가 

○ 2014년 9월 9일~11일, 비엔티엔, 라오스

○ 9th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ducation (SOM-ED) of the ASEAN  

○ 아시아여성학회 KACP 사업 및 KAWSLN 보고  

○ 한-아세안 여성 연구자 양성 및 리더십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 한국 교육부 (MEST)와의 연계 제안   

2) British Council 주최 아시아 대학 교육 심포지엄 참가 

○ 2014년 9월 25일~26일, 세부, 필리핀  

○ Global Education Dialogues (GED) 

“Universities as Agents of Social Change” 

○ 아시아여성학회 한-아세안 여성학자 교육 KACP 사례 소개   

○ 필리핀, 아시아 지역의 교육 공무원, 학자, 연구자 등 교육 관계자    

3) 아시아여성학회 주최 필리핀 심포지엄 및 KACP 사업 지역 미팅 

○ 2014년 9월 22일-23일, UP Open University, 라구나, 필리핀 

○ “ASEAN, Asia Pacific and Global Trends in Women’s Studies: Women Connecting 

Communities and Claiming Spaces in the Digital Era”

○ 글로벌 정보화 시대 아세안/아시아 여성학의 현황과 과제

○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KACP 사업 지역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기획 미팅 

4) ASEAN 사무국 방문 및 인도네시아 KACP 사업팀 미팅  

○ 2014년 12월 18일~12월 22일, 자카르타

○ 12월 19일 인도네시아 대학교 살렘바 캠퍼스 방문 

  - UI GSGP 센터에서 사무국 팀 미팅, 행사 진행 사전 논의 

○ 12월 20일 인도네시아 대학교 데폭 캠퍼스 방문



83 Ⅲ.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 교류협력 사업 PART II 

- KACP 행사장 견학 및 행사 진행 사전 논의 

○ 12월 22일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방문

- 사회문화분과 국장 및 팀원과 미팅 

- 행사 초청 및 아세안 사무국과의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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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성과 및 제언

1. 주요 성과

○ 한-아세안 공동 협력의 주요 의제인 여성 인적 자원의 교육 훈련과 교류 증진에 

기여 

○ 한-아세안 지역의 시니어/차세대 여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제 발표 및 토론을 통

한 아세안 여성학 연구 교육 역량강화 및 세대 간 지식 공유

○ 한-아세안 여성학/여성리더십네트워크(KAWSLN) 학술공동체 토대 마련 

○ KACP 1단계, 2단계 사업지속성 확보로 한-아세안 11개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여

성 연구자 발굴 및 지역 여성 전문가 네트워크 축적 

○ 1단계 한국과 필리핀에 이어 2단계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학 연구소와 

공동 주관함으로써 아세안 사업 수혜 지역 다양성 확대 및 지역 교육 기관 교류 

역량강화

○ ASEAN 사무국 사회문화분과, AUN 아세안대학네트워크, 한-아세안센터, ACWC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아세안 위원회, 주아세안한국대표부 등 

참여로 아세안 관계 기관 네트워크 협력 확대   

2. 평가 및 제언 

○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아우르는 참가자 선발을 위해 아시아여성학회 및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노력함

○ 1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온-오프라인 정보 공유와 추천이 더해짐으로

써 아세안 지역의 차세대 여성 연구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함

○ 사업 지역의 대학 연구 기관들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대학 내 여성학 연구 인지

도를 높임

○ 국제오픈포럼과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현지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교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함 

○ 한-아세안 지역의 여성학 연구와 여성 리더십 이슈에 대한 차세대 여성 연구자 



및 지역 전문가들의 상호 이해 확대  

○ 다양한 아세안 여성 이슈를 공유하고 여성주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발표와 토론

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제의 시의성과 연구자로서 갖는 공통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됨

○ 총 44명 선발자(11개국 2명x2회) 가운데 6명이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선발 대비 86%의 참가율을 보임

○ 사업비가 선금, 중도금, 잔금 3차례에 나뉘어 지급됨으로써 직접사업비 집행 시

기와 불일치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 잔금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것은 적

절한 사업비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국가의 경우 지원자 규모가 현저

히 떨어지거나 지원자가 정부 관료이거나 비정부 부문의 활동가인 경우가 많았

는데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 같이 대학 내 여성학 

연구가 제도화되어 있는 곳과는 대조를 이루며 이는 여성학/젠더/리더십 연구자

의 관심도가 취약한 아세안 국가 내의 불균형을 보여줌

○ 한-아세안 국가 간의 여성 연구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제도적으로 취약한 지

역의 여성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 및 리더십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성학 프로그

램의 제도화 및 지속적 지원이 요구됨 

○ 한국 여성학 교육의 경험과 AUN, ASEAN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지역 

여성고등교육 지원방안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플랫폼 마련 방안 모색, 아세안

의 성주류화를 위한 한-아세안 여성 네트워크 연대 발전 방안 모색 등 한-아세안 

지역 여성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새로운 지식 생산 작업이 필

요함 

○ 아시아여성학회 KACP 사업은 한-아세안 여성학/여성 연구 문제와 차세대 여성 

연구자를 공개 모집함으로써 본 사업의 시작 네트워크 기반을 닦고(1단계), 아세

안 지역의 여성 연구 문제를 보다 확장하고 연구자의 여성학 연구 역량을 증진

시키기 위한 교육과 교류의 장을 제공(2단계),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단계 사업에

서는 아세안 여성학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