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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오대학 SFC 연구소 일본연구 플랫폼 랩(laboratory) 

“새로운「일본연구」의 이론과 실천” 

 

 게이오대 SFC 연구소 일본연구 플랫폼 연구실이 전개하는 “새로운「일본연구」의 이론과 

실천 1 ”연구가 2011 년도 문부과학성의 사립대학 전략적 기반 형성 지원사업 2에 채택되었습니다. 

일본연구 플랫폼 연구실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게이오대학(SFC)이 일본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SFC 는 신 사회 창조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형성이라는 테마를  개교 이래로 지금까지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까지 포괄하는 실천적인 연구활동입니다. SFC 의 연구활동은 

다음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일본 관련 연구（about 

Japan）”, 둘째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연구기관과 함께 하는  

“일본과의 공동연구(with Japan)", 세번째로 일본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일본에서의 연구（in Japan）”입니다. SFC 는 위의 세 가지 연구형태를 아울러  “새로운 

일본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사회로 연구대상을 한정시키면서도 연구파트너와 

연구공간은 오픈시키는 상반된 방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형성 프로세스가 매력적인 연구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파트너들이 다양한 연구필드에서 일본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이오대학(SFC)은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음의 4 가지 군(群)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둘 째: 정보사회의 진전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문제 

 ・셋 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둘러싼 문제 

 ・넷 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문제 

 

 세계각국・지역연구・문화교류기구와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본 사업을 통해서 

재학생의 국제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학생 및 해외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SFC 는 게이오대학의 국제화를 리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SFC 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GIGA 프로그램 및 캠퍼스 국제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미래 창조 게이오 구상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국제적인 연구・교육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SFC 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1 연구대표자: 종합정책학부장・교수 國領二郎, 연구기간: 2011 년도～2013 년도 
2 문부과학성 사립대학전략적기반형성지원사업은, 각 사립대학의 경영전략에 근거하여 행해지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진전에 기여하는 연구기반형성을 위한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중점적인 보조사업임. 

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07021403/002/002/1218299.htm 

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07021403/002/002/12182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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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SFC 연구소 일본연구 플랫폼 연구실 http://www.kri.sfc.keio.ac.jp/ja/lab/jsp.html 

GIGA 프로그램  http://ic.sfc.keio.ac.jp/ 

 

 

【문의처】 

게이오대학 SFC 연구소 

일본연구 플랫폼 연구실 사무국 

jsp@sfc.keio.ac.jp 

http://www.kri.sfc.keio.ac.jp/ja/lab/jsp.html
http://ic.sfc.keio.ac.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