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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가 겪는 거대한 변화로 인한 문제와 기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문제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고, 글로벌적인 기회는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세계 외국어 대학교 연합(GAFSU)은 “국제적 이해 증진 및 밝은 미래 건설

(Better Understanding，Better World)”이라는 학문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

으며, 2022 년 4 월 29 일 베이징에서 글로벌 지역 및 국가 연구 컨소시엄(Con

sortium for Country and Area Studies， CCAS)의 선립을 발의합니다. 이로

서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적 관점에서 새로운 현실, 문제, 기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세계 여러 지역 및 국가의 학자들의 학문적 지식과 역량을 모아 

관련된 연구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컨소시엄은 181

개국에서 100 여 종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분야 우수 학자들로 결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베이징외국어대학교에 있습니다.  

본 컨소시엄은 “다양한 관점, 포괄적 적용, 독창적 연구, 심도 깊은 이해(Div

ersity in Perspectives, Inclusiveness in Coverage, Originality in Researc

h, Depth in Understanding)” 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학문, 학자 및 학계를 중

심으로 활동을 할 것이며, 아울러 전세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해시킬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 및 국가 연구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이행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적인 학술 협력을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의 학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다차원, 전방위적인 지역 

및 국가 연구에 있어 심도 깊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둘째, 글로벌적으로 학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국가와 지

역, 다른 학문에서의 지역 및 국가 연구의 전통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이론, 방

법, 의제 등에 대해 다양한 대화를 통한 교차적으로 검증하고 학술적으로 융합

하여 공동의 지식에 대한 시스템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글로벌적으로 학술적 혁신을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및 국가 연

구에 있어 개방적, 공유적, 효율적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현지화 + 글로벌’ 식 

학술적 현신을 도모하며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글로벌 지식 공동체를 선립

하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