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념식 및 만찬

● 일시: 2015년 4월 24일(금)

  17:00-18:00 기념식 장소: 문화관 중강당

  18:30-20:00 리셉션, 만찬 장소: 소담마루

2. 기념식 전 심포지엄

● 일시: 2015년 4월 24일(금) 14:30-16:30 심포지엄
● 주제: 사회과학대학의 역사와 발전과제
● 장소: 아시아연구소(101동) 영원홀

3. 연중 기념 심포지엄

● 2015년 3월 31일(화) 오후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주제: 사회과학방법론)
● 2015년 9월 11일(금) 오후  사회대·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 

  (주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사회변동)
● 2015년 10월 29일(목) 오후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주제: 사회적 경제)

4. 기  타

● 2015년 4~5월 중 예정 -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
● 2015년 5월 23일(토) 예정 - 교수 하이킹(관악산 수목림)
● 학생회 주최 행사 등

·문의 : 사회대 행정실(Tel. 880-4068)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행사 일정

1. 주요소식  3. 퇴임교수 기고  6. 교수 소식/직원 소식  7. 신임교수 소개/학생 소식  8.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  9. 학과(부) 소식  16 . 신임교수 기고  19. 동문 기고/학생 기고  20. 교수 신간 안내  22. 발전기금 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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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 오후 2시에 종합체육관에서 열

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541명, 석사 1,714명, 박사 

592명 총 4,847명이 학위를 받았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

서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

비한 ‘선한 인재’”라며 “사회로부터 각별한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 받

을수록, 공동체를 위해 한층 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자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 총장은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

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때,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쌓아온 지성과 덕

성은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며 공동체의 진정한 보배로 거듭날 것”이

라며 “그동안 다져온 역량과 지혜, 그리고 패기와 열정을 통해 불확

실성에 맞서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굳게 가질 것”을 당부

했다. 사회과학대학은 학위수여식 행사에 앞서 오전에 각 학과(부)

별로 졸업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회과학대학은 학사 323명, 석사 

82명, 박사 24명 총 42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수석졸업자 성연

진(경제학부)을 비롯하여 92명의 최우등 졸업자와 134명의 우등 졸

업자가 수상했다.

제69회 전기 학위수여식

고려아연 최창근(공대 자원공학과 ‘66입) 회장이 사회과학대학 발전

기금에 1억 원을 쾌척했다. 박찬욱 학장과 박지형 기획부학장은 사회

과학대학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한 최창근 회장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2015년 2월 26일 고려아연 회장실을 방문하여 성낙인 총장 

명의로 마련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은 1996

년부터 CEO로서 19년째 고려아연을 이끌고 있으며 작년 12월 사랑

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원을 기탁하는 등 

기업의 사회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고려아

연 창업주 고(故) 최기호 회장의 3남으로, 5남인 사회과학대학 정치

외교학부장 최정운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섯 형제 모두가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했다.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 
사회과학대학에 1억 원 쾌척

사회과학대학 우수 졸업자 명단

·최우수 졸업: 성연진(경제학부)

· 최우등 졸업: 정재하, 임민희, 김성욱, 장민선, 채호준, 한미진, 김치송, 김승희, 이유진, 전기연, 이서린, 박준경, 전찬기, 김지현, 이새랑, 서연주, 신혜주, 김유정, 임승현, 조규영(이상 정치외교학부), 권혁수, 김후신, 

정희완, 조은별, 함동우, 이주영, 김정은, 서현민, 서민교, 정명하, 이경민, 이용필, 백명헌, 이종은, 이상아, 이응익, 안학범, 임동건, 김슬아, 박채은, 김창준, 안남현, 이정현, 신명규, 유영철, 김경애, 장민수, 박은혜, 

정수환, 천석우, 유혜진, 정다정, 한항, 강동호, 이지은, 황미령, 박현, 최일암, 유한결, 이상호, 곽신재, 이다솜, 설지원, 김경호, 김건, 박대주, 오원택, 이윤지, 문소영, 천현정, 한상민, 우수경, 신수영, 노진형, 서세준, 

강보라, 김형전, 황동현, 정상민(이상 경제학부), 장주성, 최건(이상 인류학과), 이지원, 백유경, 이영주, 김영선, 정재웅(이상 심리학과), 유지수, 송인상(이상 지리학과), 성정모, 노수연, 윤여름(이상 사회복지학과), 

정지윤(언론정보학과)

· 우등 졸업: 하태승, 강주원, 김세진, 김세원, 이성희, 김유민, 정주선, 이은지, 손미혜, 오로라, 허범석, 니나, 이금강, 이상혁, 조한이, 강현중, 장예희, 정아주, 김희진(이상 정치외교학부), 이택민, 고영인, 박기현, 

정진욱, 배재범, 이용준, 김진용, 안갑성, 이연지, 이보현, 전준희, 김경미, 이홍엽, 조현노, 원영진, 이재민, 백현정, 홍희주, 김효진, 이정현, 이진희, 김동환, 임수현, 최보석, 류아현, 김재이, 이희윤, 서치원, 김상혁, 

이자인, 정다운, 이건엽, 조한솔, 신재욱, 이준민, 박재현, 정승은, 권도형, 차유진, 유원규, 김아람, 양정, 김수아, 허영주, 전희수, 신우철, 조민희, 서동혁, 박보람, 유지현, 최상빈, 권나림, 한지유, 김소정, 장부영, 

최창선, 김종훈, 김민희, 손송이, 조효림, 이선형, 이규호, 임기태, 박시연, 함진우, 양준빈, 정승우, 오송영, 정수연, 송승연, 장승호, 이승도(이상 경제학부), 서세동, 유현정, 고은혜, 이윤규, 최형통, 백수진, 김수연, 

임형규(이상 사회학과), 송주영, 최희윤, 이한울, 윤다애, 홍정은, 백소아(이상 인류학과), 김태완, 이정민, 신창호, 남서현, 김가람, 이혁준, 장연재, 유지호, 김정은(이상 심리학과), 박민지, 박세아, 박원영, 김용구, 

고재현, 황선규, 정이슬(이상 지리학과), 김용인, 송유나, 이창숙, 박은지, 김종은, 권민, 문정원, 김주원(이상 사회복지학과), 강혜윤, 최지현, 김민경, 백윤정, 안지원(이상 언론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주요 소식 02

<2015 사회과학대학 새내기대학>이 “글쓰기·동료평가·토론을 통한 

창의적 사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

그램의 취지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그동안의 일방향적인 

학교수업으로부터 좀 더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대학공부를 미리 맛보

고 준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100여 명의 새내기 학생들과 학장단, 참여교수 및 재학생 멘토가 참석

한 전체 오리엔테이션(2015년 1월 28일)에서는 심리학과 박주용 교수

의 특강에 이어 일곱 분의 참여 교수들이 선택한 학습주제와 읽을거리 

소개, 새내기 학생들의 수강반 신청이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관심에 

따라 1~3개의 수업을 선택하였다. 2015년 2월 4일에는 담당교수와 

새내기 학생, 재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모둠별 학습이 7개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후 일주일 동안 학생들은 지정된 읽

을거리를 읽고, 한 페이지짜리 글을 쓰고, 다른 학생들의 글에 대해 평

가를 하고, 질문을 올렸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제기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식 모둠 수업이 2시간씩 이루어졌다. 조동준(정치외교학부), 이지

순, 김세직(경제학부), 서이종(사회학과), 박주용(심리학과), 윤석민, 

이준웅(언론정보학과)교수 등 7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사회

과학적 주제와 읽을거리를 가지고 “반짝반짝하는 눈빛을 가진” 새내

기들과 즐거운 공부를 하였고 학생들은 수업 외에도 담당 교수와 재학

생 멘토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사회과학대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

도 고성에서 교수학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대 평창캠퍼스 및 금강산 

건봉사 등을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약 60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

데 열린 학사협의회에서 사회대 발전위원회(위원장 이봉주 교수)는 

2015년 40주년을 맞이하는 사회과학대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

고 논의하였다. 교육, 연구, 대외 및 봉사와 인프라 부문으로 구성된 

“제언”은 사회대 공통교과목 개발, Capstone Project 도입, 사회적 경

제 연구 프로그램, 사회리더 단기강좌 개설(최고위 과정), 아시아 사회

과학대학생 포럼, 도서관 혁신 프로그램, 신 사회과학동 건물 건축 및 

사회과학 zone 청사진, 사회대 발전기금위원회 구성 등 단과대학으로

서의 정체성을 발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활

동에 대한 제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2015년도 새내기 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학사협의회
서울대 평창캠퍼스 방문 및 사회과학대학 발전방안 논의

2014년 10월 23일 국제회의실에서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 우

수논문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박사 8명, 석사 2명 총 10명이 수

상하였으며, 시상식에는 박찬욱 학장, 권숙인, 박지형 부학장 

외 수상자의 논문지도교수가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사회과

학대학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은 우리대학의 우수한 학문후속세

대 양성과 연구의 고취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2014년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석사: 진의림(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김경배(경제학부)

·박사: 장희경(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정승호(경제학부), 
 김연철(사회학과), 조숙정(인류학과), 최현정(심리학과), 
 김창현(지리학과), 민기채(사회복지학과), 박대민(언론정보학과)

2014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식

2015년 2월 24일 사회과학대학 소회의실에서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올해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8명 총 10명이 수상했으며 최우

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사회과학분야 논문지도 프로그램인 ‘학부생

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는 교수와의 학문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

를 발굴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선발된 학부생들은 소정의 연구 

활동비 지원 및 심사를 통한 우수논문 선정 및 시상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올해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최우수상: 서세동(사회학과), 고지명(자유전공학부 외교학전공)

· 우 수 상: 류준상(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정수영(경제학부), 
 송주영(인류학과), 유지호(심리학과), 유지수(지리학과), 
 이창숙(사회복지학과), 우윤섬(사회복지학과), 정지윤(언론정보학과)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 
우수논문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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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기만 했던 시절
  경제학부  이 준 구  교수

그때는 서른을 갓 넘은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관악산이 올려다 보

이는 7동의 연구실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콩닥

콩닥 뛰던지요. 꿈에 그리던 모교로 돌아온 벅찬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31년이란 세월이 물처럼 흘러 이젠 퇴임식 날짜

를 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어깨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 주일 한 주일을 보내다 보니 한 학기가 지나고, 한 학기 한 학기

를 보내다 보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책 쓰며 보낸 지극히 평범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연구실로 출근해 평범한 하루를 마

치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난 35년의 교수생활 동안 재정학과 미시경제이론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르쳐 왔습니다. 서른다섯 번이나 가르쳤으면 지

겨울 만도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될 때면 언제나 가슴이 설레었습니

다. 대형 강의실을 꽉 채운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매를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강의실에 들어가 그들을 보는 순간 온

몸에서 엔도르핀이 샘솟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난 지난 세월 동안 늘 

이 마약에 취해 살아왔나 봅니다.

봄이 되면 화사한 꽃으로, 그리고 가을이 되면 색색의 단풍으로 물

드는 우리 캠퍼스도 내 사랑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날 모자 눌러쓰고 

산보라도 나가면 모든 시름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산보하는 나를 

발견하고 유쾌한 인사를 보내는 제자들과의 교감은 내 마음을 한껏 들

뜨게 만듭니다. 우울증에는 햇빛요법이 최고라는데, 햇살 좋은 날의 

산보 덕분으로 우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캠퍼스가 너무 좋아 지난 십여 년 동안 철따라 바뀌는 캠퍼스의 

모습을 줄곧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도서관 뒤의 벚꽃길과 그 옆의 은행나무 광장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예전의 전원적 분위기가 모두 사라

져 버린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내가 16동 뒤편에 만든 조그만 꽃밭도 항상 기억에 남을 겁니다. 사

회대가 이곳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그곳은 공사의 잔재들이 여기저

기 뒹굴고 있는 황량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걸 개간해 야생화들을 심

기 시작했는데, 83동이 들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바람에 위기를 맞았

습니다. 음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꽃들을 간신히 찾아 심었더니, 

거듭되는 주변 건물공사로 인한 수난이 그치지를 않더군요. 내가 퇴

임하고 나서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과연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뒤돌아보면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모교에 돌아와 후배

들을 가르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동안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새

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지난 31년이 더욱 즐겁고 행

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생활할 수 있었

던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난날을 돌아보면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걸 느끼는 법입니

다. 나 역시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비록 큰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아왔으면 

그걸로 된 것 아닐까요?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

생의 이치인데요, 뭐. 이제 정든 곳과 정든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네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엉뚱한 질문던지기
  경제학부  이 지 순  교수

교정에 최루탄 가스가 자욱하던 팔십 년대 중반에 관악 기슭으로 

온지 어언 삼십 년, 그동안 정들었던 것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되

었다. 

만나면 헤어지고 오면 또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정년을 맞는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저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뿐. 당분간은 교정을 거닐고 책을 읽으며 글을 쓰고 학생들

을 만나는 일상을 계속하게 될 터이니 크게 바뀔 것도 없다. 물론 신분

이 달라지니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엷어질 테고 그래서 모든 게 조금

씩 낯설어지겠지만 크게 괘념하지 않으려 한다. 그게 자연의 섭리이

니까. 

정년을 맞으면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격의 없이 어울릴 기회가 적어

지는 것이 아쉬울 것이다. 청신한 기풍을 지닌 어린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는 것이 평생의 큰 낙이었다. 이제 후배 교수들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갈 때가 되면 가는 게 순

리이다. 간혹 그 때를 망각하고 미적거리다가 추한 꼴을 들어내기도 

하니 경계할 일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명예교수라는 것을 핑계로 한 

동안 이곳에서 더 얼쩡거리려 드는 내 처사가 과연 잘 하는 일일까? 

여태껏 인간사회에 관해 공부한답시고 매달려 왔으면서도 답을 찾

지 못한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이기적 본성의 발로를 당연시 하는 경

제학적 접근방식과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종교의 가르침

을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신상필벌의 원칙이 작동

하는 시장 자본주의와 만인 평등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는 양립 가

능한가? 효율성과 형평성은 양립할 수 없는가? 어쩌면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물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좀 더 쉬운 문제를 보자.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얼마일

까? (The optimal size of population of a country) 삼천 만, 오천 만, 

칠천 만, 일억? Optimality Analyses의 대가들인 경제학자들이라면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면 인구고

령화나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적정할까 하는 것 역시 흥미로운 질문이다. (What is the optimal life 

span of human beings?)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무조건 오래 산다

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게 순리가 아

닐까?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답을 찾아도 문제

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가 사천만 명으로 나왔다고 하자. 그

러면 지금의 인구가 적정치보다 천만 명이나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 

넘쳐나는 인구를 어떻게 해야 하지? 두 번째 질문 역시 답을 알아도 

문제이다. 가령 적정 수명이 80세라면? 그렇다면 지금 80세가 넘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하는가? 어떤 정신 나간(?) 경제학자가 그런 주

장을 편다면 요즈음 같은 SNS 세상에서는 단 일분도 버티지 못하고 

매장되기 십상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아무도 이 두 가지 물음을 제기

하지 않는 것이리라.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 문제들을 모른 체하고 지

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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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가 된 교수, 뒤돌아 보다
  심리학과  민 경 환  교수

며칠째 짐을 꾸리고 있다. 교수라고 연구실에 책만 있는 것은 아니

다. 이삿짐을 싸다보니 크게 세 종류의 꾸러미가 만들어졌다. 책, 카

드와 연하장, 그리고 잡동사니들. 집으로 가져갈 책과 가져가지 않을 

책을 분류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심리학은 소위 경험과학이라서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 별로 없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책을 공경하

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아무리 필요가 없어도 버리는 것은 꺼려진다. 

다행히 같이 퇴임하는 이지순 교수가 베트남의 대학에 기증하는 길

을 열어줘서 웬만한 책들은 그리로 보내면 되니까 훨씬 마음이 가볍

고 분류가 쉽다. 나는 우스갯소리로 책은 3가지 해악이 있다고 떠들

어대곤 했다. 책이란 읽으면 눈이 나빠지고 서가에 꽂아두면 먼지가 

쌓여서 폐에 해롭고 이리저리 옮기다보면 허리를 다친다는 것이다. 

그런 걸 회상하면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책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

고 직업윤리를 저버린 교수의 망발을 들었을 학생들을 보기가 부끄

러워진다.

나는 1984년 4월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채용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봄 학기를 한 달 쯤 지나 발령을 받고 강의를 시

작했다. 나는 동숭동 문리대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관악 캠퍼

스가 참 낯설었다. 우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없었고, 교문

에서 심리학과가 있는 13동까지가 무척 멀었다. 그때는 자가용이 없

던 시절이라 정문에서 13동까지 가려면 여름에는 땀을 비오듯이 흘

려야하고 겨울에는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걸어 올라갔다. 지금은 

정이 많이 들었지만 국립서울대학교를 상징한다는 철제 정문도 유치

하게만 느껴졌고 나무도 별로 없는 캠퍼스에 공장형 건물만 듬성듬

성 세워져 있어서 공업단지 느낌이었다. 게다가 군부독재 시절이라 

학교 안이 늘 뒤숭숭했고 툭하면 시위 때문에 정문이 막혀서 후문으

로 걸어 나가야 했다.

나는 학문보다는 학생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얽힌 추억

이 더 많다. 80년대는 학생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모든 교수들이 한 학기에 두 번 지도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지도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사실 학생들의 민주화 주장에는 대부분의 

교수들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제발 성적관리를 좀 해서 성적불량으로 제

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타까

운 일도 많이 겪었다. 그 중 하나를 들면, 어떤 여학생이 내 과목에서 

A를 받지 않으면 제적당하니 제발 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 

학생은 출석도 불량하고 시험도 백지 수준이라 사실 F를 주는 것이 

맞았다. 특히 그 때는 엄격한 상대평가 시절이어서 그 학생에게 A를 

주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학생들에 대한 부채의식과 그래도 성적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직업윤리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제적당할 줄 뻔히 알면

서 C를 주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처리를 하고 말았다. 그 학생은 결국 

제적당했는데 나는 한동안 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무력한 자신에 대

한 자책으로 고통을 겪었다. 다행히 민주화가 실현되어 제적된 학생

들이 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나도 심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 여학생은 졸업을 하고 모 일간지 기자로 취직을 했는데 

스키를 타러 간다면서 "저도 부르주아가 다 돼서 스키를 타네요!" 하

고 멋쩍어 했다.

사실 학생들과의 끈끈한 정은 독재정권 시절에 더 강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나 동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모두 심리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대화가 통할듯한 교수들을 찾

았고, 교수들 또한 직접 민주화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자주 드러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에서 6.29 개헌선언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학

교 안에서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직선제

를 통해서 민주화가 앞당겨지고 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교수사회, 학생사회,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후 계속 경험해 온바지만 학

생들은 학점관리와 취직준비에 열을 올리고, 교수들은 업적평가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인

품보다는 전문지식과 강의기술이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

다. 이 모든 변화가 전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전

적인 가치관을 지닌 나이든 교수로서는 낯설기는 하다.

나는 1984년부터 내가 모아온 카드와 연하장 묶음들을 학생들이 

내게 보내온 애정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해왔다. 나는 이 묶

음들을 연도별로 따로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첫해는 무척 얇았

고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해서 90년 전후에 가장 두터운 봉투가 되었

다. 아마도 인연을 맺은 학생들 수가 점차 늘어났고 그 때는 아직 40

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가 들고 보니 서글픈 

사실이 되었지만 학생들은 본래 젊은 선생들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어쨌든 봉투의 두께는 상당 기간 유지되다가 이메일이 보급되면서 

급격히 얇아지기 시작했다. 종이에 손으로 쓴 카드와 달리 이메일은 

보관하려면 프린트를 해야하는데 귀찮기도 하지만 글자 모양도 똑 

같고 바탕도 A4지로 일률적이어서 보낸 사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

는다. 이메일로 보낸 카드도 다운받기도 귀찮을 뿐더러 바이러스가 

있을까보아 겁도 나고 제때 다운받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치는 일 년이 아니라 3년-5년 치를 한 봉투에 넣어도 옛

날보다 얇다.

이번 2월에 나는 이지순, 이준구, 홍두승 교수(내가 확인한 나이 

순)와 함께 퇴임을 한다.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환경 또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주니어 시절에 우리 동년배들은 같이 산

책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밥도 먹고 여행도 하면서 주니어 교수의 설

움을 나누었다. 이제 30년을 같은 직장에서 그것도 사회대라는 지근 

거리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동시에 퇴임을 맞는다. 30년이라니 우리 

모두 골동품이 다 되었다. 성낙인 총장이 고교 동기라 누구는 떠나는

데 누구는 총장으로 4년을 더하네 하고 투덜대지만 동기가 주는 퇴임

장을 받는 것도 인생의 묘미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

이 되는 우리 팔자가 더 낫다. 

그래도 퇴임은 상실감을 동반하는 인생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다. 

나에게는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상실로 느껴질까?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으로도 존경을 보내는 서울대학 교수가 아니고 그냥 

백수가 된다는 것, 월급 대신 연금수령자가 되어 수입이 반감하는 

것, 나만의 공간인 연구실을 포기해야 하는 것 등등은 사람에 따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강의와 연구와 평가의 부담

에서 벗어나는 댓가로서 그 정도는 기꺼이 받아들일만하다. 이삼 년 

전부터 나는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이런 수업을 더 이상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일 거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하곤 했다.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졌고, 지식과 관심을 나와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

과 매주 3시간을 함께하며 자유롭고 진지하게 지적 토론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현재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상실감이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면 일이년 안에 그냥 무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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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ing retirement
  사회복지학과  Sven Erland Olsson Hort  교수

February 28th is my last da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 the city. The time I have spent at SNU 

and in Seoul will always be with me. I have enjoyed the 

students in class and countless chats with extraordinary 

pleasant colleagues, seniors and juniors alike. Teaching the 

world of social welfare to inquisitive students from the 

whole globe gives me great satisfaction, and I will miss 

them all, my TA in particular, priceless in all respects. 

Thus, I will remember the graduate and master students, 

and I am sure many of them will become recognized 

researchers and scholars in their area of specialization. 

My colleagues have been most helpful to a newcomer to 

Korea and at SNU. Academically I have got a lot of support 

and doors have been opened to the secrets of Korean social 

welfare policy and administration. I would also like to 

stress the intellectual support provided by colleagues 

throughout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from other 

SNU school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GSPA). 

Moreover, the administrative staff has shown their 

diligence supporting foreign scholars, the SNU library an 

inestimable asset. Korean sociologists and other social 

scientists have invited me to their home turfs.   

Moreover, I will remember Korea and its four distinct 

seasons; Seoul as a site of culture and history in the midst 

of rapid urbanisation. I have felt the mystery of 386 and 

the pride in Gwangju, also visited Koryo tombs and seen 

the DMZ from both sides; the territory of Joseon still a 

(distant?) future. Almost every weekday morning started 

with a glance in Korea Times or Joongang Daily. Arirang 

TV – Upfront – and TBS radio – Inside Out – generously 

shared their air with me. At the National Assembly both 

Congresswomen and Congressmen offered me time to 

outline a future social welfare model for what no longer is 

a Hermit Kingdom. 

Hence, my love and enthusiasm for this country and its 

people, this city and its university is the legacy of my 

sojourn. On campus, I have enjoyed concerts by students 

at the College of Music, and the end of semester ceramic 

auctions at the College of Fine Arts. In the city its crowded 

street and lively squares will remain a dear memory of a 

recent past. In the countryside, I have climbed its 

mountains, and visited numerous temples. Sorry for my 

Swenglish, Konglish not my language. Farewell Korea, 

farewell Seoul and SNU – places to return to whenever a 

possibility arises.

Sven E O Hort, Professor, Social Welfare, CSS, SNU, 

Korea, and a membe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016 Seoul World Conference of Social Work, Education 

and Development.

PS. For those who do not know me but would like to 

know more, please take a look at the December 2012 

issue of the Newsletter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page 12).

고별사
  사회학과  홍 두 승  교수

1980년 ‘서울의 봄’시기, 모교에 직을 얻어 만 35년을 채우고 퇴직하

게 되었다. 즐거움과 힘겨움이 함께 한 시간이었지만 결산해보면 그

래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복되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누린 행운아였다. 

연구실 정리를 하다 보니 최초 임용 시 나에게 지급된 철제 책상과 캐

비넷, 그리고 4단 짜리 파일 캐비넷이 그대로 있다. 7동에서 16동으로 

이사 온 것 빼놓고는 그 자리 그대로다. 나와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한 

이 비품들은 이제 그 용도를 다하여 곧 폐기처분될 듯하다. 

사회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도 잘 모른 채 ‘사회학’이라는 단어

가 갖는 매력 때문에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하나는 ‘사회계층과 불평등’이고, 또 다

른 하나는 ‘군대와 사회’, 즉 군대사회학이다. 사회계층 분야는 사회

학의 중심 영역으로 특히 1980-90년대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군대사회학은 사회학의 흐름에서 보면 매우 주변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 인력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

라와 같이 거대한 규모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매우 중

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군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바라보

고, 군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사회학자의 몫이라 생

각해왔다.      

신분전환이 이루어지는 3월부터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 

저것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고자 한다. 퇴직 후에 나는 과연 어떤 선

배로 기억될까 하는 점은 늘 궁금하다. 거룩하게 기억되는 것은 바라

지도 않지만 그래도 후학들 괴롭히지 않고 중간 정도는 했던 선배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욕심은 가져본다. 이와 같은 나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후학들이 공감할지 모르지만...

촌부가 될까 두렵기도 한다. 헌데 다시 생각해보면 학교는 지식을 넓

히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식을 가두는 곳이기도 하다. 교수 생활

을 하면서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전공에만 갇혀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았다. 학교 밖의 세상에 오히려 흥미로운 것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으며 지혜로운 촌부가 편협한 대학교수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니 넓은 곳에서 한번 새로운 삶의 시도를 해보자. 교수로서는 우

물우물 살았지만 백수로서는 훨씬 재미있고 신나게 살 수 있을 것 같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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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부 최정운 교수 후광학술상 수상
정치외교학부 최정운 교수가 제7회 후광학술상(전남대학교민주평화인

권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후광학술상을 수여한 전남대학교는 “최정운 

교수의 민주 평화 인권 정의와 관련된 학술적 업적 및 실천적 공적을 높

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1980년 5월 광주의 삶과 진실을 사

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오월의 사회과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

는 등 5.18 연구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여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치외교학부 김상배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 수상
정치외교학부 김상배 교수가 2014년 12월 6일 열린 한국국제정치학

회 연례학술회의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2014

년 3월에 발간된 김상배 교수의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한울, 2014)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이론

적으로 탐구한 책으로 네트워크의 개념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분

석하였다. 이 책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네트워크의 이론과 

개념의 원용,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골격 제시, 네트워크 세계정

치이론의 경험적 적용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네트워크 세계정치

이론의 탐구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 분야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네트워크라는 틀을 원용해 기존의 이론적 논제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노력했다.

경제학부 이석배 교수 ‘세계계량경제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출
경제학부 이석배 교수가 ‘세계계량경제학회’의 ‘Fellow(석학회원)’로 

선출되었다. ‘세계계량경제학회’는 경제학 전 분야의 상위저널들 중에

서도 명망이 높은 학술지인 『Econometrica』, 『Quantitative 

Economics』, 『Theoretical Economics』의 발간을 담당하고 있는 권위

있는 경제학회이다. 경제학부에선 지난 2010년 황윤재 교수가 석학

회원으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성과이다.

경제학부 이재원 교수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경제학부 이재원 교수가 한국과 미국의 경제학계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2015 전미경제학회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한 

후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금융시장 

불완전성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경제학부 홍재화 교수 제3회 ‘茶山 젊은 경제학상’ 수상
경제학부 홍재화 교수가 2014년 10월 10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

하는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만45세 이하의 

역량있는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상이다. 홍 교수는 생명보험

과 가계의 소비관계를 입증해 주목받았다.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 ‘Media Psychology’ 공동 편집위원장 선임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가 한국인 학자로는 최초로 국제 학술지인 

‘Media Psychology’의 공동 편집위원장에 선임되었다. Media 

Psychology는 미디어 연구와 심리학의 학제적 연구를 주로 소개하는 

저명 학술지로, 실증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고 인용하는 학술지 중 하나이다. 이은주 교수는 2006년부터 

이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 ‘삼성행복대상’ 수상
사회학과의 정진성 교수는 2014년 11월 6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선

정한 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을 수상했다. 삼성행복대상은 “21세기 

여성의 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여성문화 

창달에 공헌하신 분을 찾아 기림으로써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들이 시대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

역으로 그 존재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격려”하려는 취지로 매해 

한 차례 수상자를 선정한다. ‘여성

선도상’ 부문에 선정된 정진성 교

수는 여성 권익 전도사로서 일본

군위안부, 결혼이주여성, 불가촉

천민(인도 최하층 신분)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인식개선을 위

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5천만원의 상

금이 수여됐다.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

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학

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2014

년 11월 27일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사회대 학장단, 교수, 대

학원생 및 학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창조적 교육”이

라는 제목으로 강명구 교수의 교육상 수상 특별강연이 있었다. 강명

구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육상수상 상금 2,000만 원 전액을 발전기금

에 기부하였으며 이는 <외국인학생 지원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 한국정치연구소장 겸보 (2015년 1월)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퇴임 (2015년 2월)

·이지순 교수 퇴임 (2015년 2월)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 퇴임 (2015년 2월)

인류학과
·오명석 교수 인류학과장 겸보 (2014년 9월)

심리학과
·민경환 교수 퇴임 (2015년 2월)

지리학과
·박수진 교수 지리학과장 겸보 (2014년 9월)

사회복지학과
·Sven Erland Olsson Hort 교수 퇴임 (2015년 2월)

·김혜란 교수 사회복지학과장 겸보 (2015년 3월)

·사회과학대학 행정실(교무) 최장현 전보 (2014년 11월)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박영애 전보 (2014년 11월)

·사회과학대학 행정실(교무) 김은경 신규임용 (2015년 1월)

직원 소식

교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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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한소원 교수

심리학과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한소원 교수를 외

국인 교수로 신규 임용한다. 한소원 교수는 미국 일리

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

국 오클라호마 대학(University of Oklahoma)에서 조

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해 왔다. ‘Attention and 

Cognitive Control Lab’을 운영했으며, 지각, 인지 및 정서 분야의 기

초 및 응용 수업들을 담당해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심리학으로, 

2015년 봄학기에는 대학원에서 ‘정서과학’을, 학부에서 ‘심리학개론’

을 영어강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심리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심리학 박사 

·University of Oklahoma, 조교수

·University of Oklahoma, 부교수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송지우 교수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송

지우 교수를 조교수로 신규 임용하였다. 송지우 교수

는 2006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하고 2013년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후, 하버드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에서 에너지 

자원개발에 따른 인권과 환경 문제과 관련하여 실습을 

지도하였고 독일 괴테 대학(Goethe University Frankfurt)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송지우 교수의 연구 분야는 도덕철학과 

국제법으로 2015학년도 봄학기에  ‘정치철학’을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Harvard Law School 법학 J.D.

·Harvard University 철학과 철학박사(박사논문: Global Institutions and Relations among 

Non-Co-Citizens)

·Goethe University Frankfurt 박사후 연구원

·하버드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에너지 자원개발에 따른 인권과 환경 문제 관련 실습지도)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 경영

대에 재직중인 권현지 교수가 본교 사회학과의 신임교

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권현지 교수는 고용관계를 국

가간 제도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시도해왔으며, 

구체적으로 작업장 관계, 기업 내 고용관계의 분절, 유

연고용 관행의 심화 등의 주제를 연구해왔다. 권현지 

교수는 2015년 1학기 학부 수업으로 ‘산업노동사회학’, 대학원 수업으

로 ‘국제 비교고용관계 세미나’를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한림대학교 사회학 석사

·코넬대학교 ILR School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런던 킹스칼리지 경영대 Lecturer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주형 교수

김주형 교수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조교수로 신

규 임용되었다. 김주형 교수는 2014년 인디애나 대학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정치학박사

를 취득한 후, 인디애나 대학에서 강의해왔다. 김주형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현대사회 및 정치이론, 유럽

정치사상, 체계이론, 비판이론, 민주주의 이론 등이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해왔다. 김 교수는 2015학년도 봄

학기에 ‘정치학원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Germany 방문학자 (2010-2012)

·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정치학 박사 (2014) (박사논문: Recasting the Habermas/

   Luhmann Controversy)

신임교수 소개

학생 소식

대학의 낭만, CC(Campus Colloquium)

2015년 1월 29일, 사회대 신양관 407호에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토

론회인 “대학의 낭만, CC(Campus Colloquium)”가 열렸다. “대학의 

낭만, CC”는 그간 새맞이 과정에서 새내기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직

접 듣는 통로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대중토론회로, <교

육·자치>, <인권>, <사회>의 세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날 모인 참여자들은 대학기업화와 학생자치, 성소수자 차별과 성평

등, 표현의 자유와 정당 해산에 대해서 사회대 정든내기들이 준비한 

발제를 듣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생

각을 가진 새내기들과 정든내기들이 서로의 차이를 토론을 통해 좁혀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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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은 2014년 10월 20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삼익악기 회장인 사회복지학과 김종섭 동문

(66학번)을 초청해 ‘사회과학대학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김종섭 

회장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 아시아연구소 학술기금, 지구촌 빈곤아동 돕기 등 다양한 곳에 지속적으로 후원

하며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 패널로 참여한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봤

다. ‘사회과학대학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 영상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소장자료 

검색(검색어: 선배와의 토크콘서트)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요즘 우리 세대를 흔히 3포 세대라고 부른다. 피 끓는 젊은이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사회

여서 ‘3포’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또래들은 기성세대가 이미 만든 잣대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더 자신의 삶에서 모험이라는 단

어가 붙을 만한 일들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만 같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필자도 진로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그치지 않고 계

속되고 있었다. 앞으로 무얼 해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와 동일한 전공을 공부하셨던 김종섭 선

배님께 커리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배님께서는 젊은 시절 전공과는 크게 상관없는 항공기 승무원으로 복무하셨기 때문에 궁금증

은 더더욱 컸었다. 이에 대해 여쭤보자 김종섭 선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아름다운 승무원들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직업이

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무엇인가 원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객석에서는 폭소가 쏟아져 나

왔다. 반쯤 농담으로 승무원으로 복무했던 시절을 회고하셨지만, 이윽고 선배님께서는 대학생이 해야 할 진짜 공부가 전공에 매진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조언을 남기셨다. 그러면서 대학에 와서 연애와 동아리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겠느냐며 우리 후배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해볼 것을 독려해주셨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지는 못했다. 선배님께서 사셨던 시대와 오늘 우리 세대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냐

는 생각이 맞부딪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기성세대에 맞추느라 젊음을 허비하는 3포 세대에게 도전을 긍정하는 기

성세대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 만해도 커다란 울림이 되었으리라. 항상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필자에게도 그날의 울림은 다시 한 번 인

생을 던져 도전해보도록 이끄는 힘이 된다.”  (사회복지학과 12학번 조예상)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의  ‘세계를 그대 품안에’
사회과학대학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

2015 사회대 새내기새로배움터

2015년 2월 12일부터 2박3일간 충청남도 보령 비체팰리스 리조트에

서 2015 사회대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가 진행되었다. 매년 800여명

의 사회대 학우들이 참여해온 새내기맞이 행사인 새내기새로배움터

는 연중 가장 많은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다. 특

히 최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번 새터에서는 안전한 새터를 만들기 위해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했다. 2박 3일의 일정동안 사회대 공연동아리들의 

멋진 공연부터 각 과/반의 열띤 응원전까지 수많은 경험을 함께하며 

새내기들이 낯선 공동체인 사회대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겨울방학 동안 정든내기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

히 준비한 내용이 녹아있었기에, 이번 새터 또한 새내기와 정든내기

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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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정치지도자연합(AFPLA) 참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서는 2014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미래정치지도자연합(Asian Future 

Political Leaders Association, AFPLA)에 참가하였다. 서울대학교, 

베이징대학교, 푸단대학교, 도쿄대학교 등 4개 학교 학부생들의 자치

행사인 AFPLA는 올해로 8회를 맞이하였으며, 올해에는 ‘권리

(rights)’를 대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제34대 관악민국 모의국회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서는 2014년 11월 10일 문화관 중강당에

서 <관계자외 출입금지: 정당(party), 그들만의 파티(party)>라는 제

목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의 관계에 대한 모의국회를 개최하였다. 

50여명의 학부생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준비했고 학과 교수 및 동문 

등 1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14년 정치학전공 추계 교외교육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서는 2014년 11월 14일, 15일 양일간 학부 

교외교육을 실시했다. 충남 부여와 공주 일대에서 진행된 교외교육에

는 정치학전공 교수와 학부생들이 참석하였고, 백제문화단지를 중심

으로 명승지를 탐방했다. 1박 2일 동안 학부생들은 교수들과 학문과 

배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치학전공 신년하례식

2015년 1월 5일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서는 신년하례식을 개최

하였다. 10여명의 원로교수와 학과 현직교수, 50여명의 동문, 30여명

의 학생들이 참석해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덕담을 나눴다. 

정치외교학부 기초연구기반조성사업 발표회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과 외교학전공은 1월 7일 기초연구기반조성

사업(사업단명: 한국정치외교학의 기초연구 기반 조성 및 글로벌위상

정립) 발표회를 가졌다. 양 전공에서 27명의 대학원생들이 연구논문

을 발표한 가운데, 9명의 교수가 사회자로 참가했고 18명의 대학원생

이 토론 패널로 참가하였다. 정치외교학부 기초연구기반조성사업단

은 융복합적연구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합 이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양 전공을 근본적으로 심화하고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쿄대학과 국제교류세미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과 도쿄대학은 2015년 1월 13일 

도쿄 대학에서 국제교류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국제교류세미나에는 

정치학전공 박원호 교수와 도쿄대학의 카토 준코 교수를 비롯한 5명

의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정치학전공에서는 6명의 학생, 도쿄대학에

서는 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한일관계, 청년문제, 그리

고 넷우익 등에 관하여 폭넓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학전공 해외학술답사 - 일본 도쿄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은 2015년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4박 5

일간 일본 도쿄 일대에서 해외학술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해외답사

는 2014학년도 2학기 정치학전공에서 개설하였던 <세계정치의 현장>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연구한 일본의 역사, 정치, 전통

문화, 그리고 현대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

었다. 4명의 교수와 21명의 학부생, 그리고 5명의 조교가 함께한 가

운데 국회의사당, 아키하바라, 에도도쿄 박물관, 우키요에 박물관, 가

마쿠라, 요코하마 일대,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탐방하여 일본의 역

사, 정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소식

“<선배와의 토크콘서트>에서 삼악악기 김종섭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 학교 선배님이자 사회

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됐다. 평소 회장님께서 서울

대학교, 캄보디아 등 다양한 곳에 적지 않은 돈을 꾸준히 기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토크 콘서트에서 이와 같이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활동 등에 대해서 회장님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특히 김종섭 회장님은 토크 콘서트에서 사회공헌은 기업 활

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 활동과 나눔을 중시하는 사회공헌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른 기업인의 자세에 대해서 어렴풋이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됐다. 또한 회장님께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계시면서 서울대학교에 글로벌 사회공헌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셨으며, ROTC 동문 기업인들과 함께 사회공헌 방안도 구상

하고 계셨다. 서울대학교, 더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고자 힘쓰시는 회장님의 노력을 생생하게 전해 들으며 마음 한 구석에 나 또한 서울대학

교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토크콘서트에서 김종섭 회장님을 뵙게 되면

서 짧게나마 회장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선배님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선배와의 토크콘서트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정치외교학부 13학번 사공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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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s systems and Economic Performance

2014년 9월 23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서울경제연구소, SSK 사

업단, BK21 플러스, 기술경영경제학회의 주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

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서섹스대학(University of Sussex)

의 스테인뮤엘러(Ed Steinmueller)교수, 덴마크 알보그대학(Aalborg 

University)의 룬드발(Bengt-Ake Lundvall)교수,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University of Oslo)의 파거버그(Jan Fagerberg) 교수, 서울대 

강지아 교수, 상명대 오철 교수 등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가하

여 혁신 시스템과 경제적 성과(Innovations systems and Economic 

Performance)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순 교수 『경제학원론』 발간 40주년 기념회 

‘조순 교수 『경제학원론』 발간 40주년 기념회’가 2014년 11월 7일 서

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

무총리) 주도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우희, 송병락, 안병직, 이

천표, 정기준 서울대 명예교수 등 경제학계 원로와 성낙인 서울대 총

장, 이정우 경북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부 교수 등 전·현직 교수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 경제학자가 펴

낸 첫 번째 경제학 교과서로 평가받는 『경제학원론』 발간 40주년을 

기념하였다. 조 교수의 『경제학원론』은 1974년 초판이 출판된 이후 

고비마다 제자들의 공동저자 참여로 40년간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

다. 88년 조 교수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학계

를 떠나게 되자 5판부터 정운찬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였고, 정 

교수가 2002년 서울대 총장을 맡게 되자 7판부터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그 뒤를 이었으며, 2009년 8판부터는 서울대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책임저자 상실의 위기 때마다 조 

교수의 후학들이 지켜온 『경제학원론』이 지난해 10판을 내게 된 것이

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전성인 교수는 이 책의 장점으로 평가받는 일

관된 논리, 충분한 깊이, 현실 적합성, 최근의 학계 동향 반영 등을 

앞선 공동저자인 정운찬 교수의 공으로 돌렸고, 이에 정 명예교수는 

“경제학원론 초판은 매우 무거웠지만 요즘은 책을 가볍게 만들어야 

잘 팔리는 추세”라며 “개정판을 계속 내면서 이런 시류에 부응하되 

원래 책이 가졌던 깊이를 유지하는 일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한

편 조 교수의 제자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축사에서 “이 책이 나온 

1974년부터는 해외 학자들의 수입 경제학원론이 국산으로 대체됐다”

고 말했다. 또한 박찬욱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은 “학문적 세대 계승

을 통해 책을 40년간 발전적으로 보완한 것은 유례가 없는 지적 성

과”라고 평가했다.

경제학부 소식

제2회 ‘외교인의 밤’ 행사 개최

제2회 ‘외교인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28일 서울대 16-1동 로비에서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자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4명의 교수와 50 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팀별 활동, 소통과 공감, 앙케이트 결과 발표 등의 다양한 순서로 진

행되었으며 교수와 학생이 활발히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하

위영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외교 91)을 초청하여 외교부 생활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였다. 

2014년 외교학전공 해외학술 답사

외교학전공의 해외학술답사가 2014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

일간 베트남 호치민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해외학술답사는 2014

학년도 2학기 “국제정치 길잡이” 과목을 통해 한학기 동안 베트남 지

역에 대한 수업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다. 8명의 교수

와 25명의 학부생, 5명의 조교가 함께하였고, 베트남 국립대학교 호

치민 인문사회대학과 교류협력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베트남 한국 

총영사관, 전쟁박물관, 구찌터널, 통일공, 태광나이키 비나공장 등 사

전 답사자료를 통해 공부한 베트남 현대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였다.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소식

정치학전공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서는 2015년 2월 10일~11일 양일간 강원

도 평창, 강릉 일대로 40여명의 교수와 학생이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을 다녀왔다. 본 워크숍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 소개와 학

사협의회, 자치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교수와 대학원생들 사이에 학

문적 토론과 친분을 다질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한국정치연구소 특별강연

한국정치연구소는 2014년 10월 한국정치에 관한 2회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10월 6일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한국의 바람직한 정치문

화”에 대한 강연을 하였으며, 8일에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가 “정

치적 인간: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이고 또 무엇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

로 특강을 했다. 지난 강연 자료는 한국정치연구소 홈페이지 (www.

ikps.or.kr) 학술활동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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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주간 

사회학주간 행사가 2014년 11월 6일, 7일 양일간 열렸다. 첫째 날에

는 서울대 학부생들의 영상 및 논문, 간담회로 구성된 ‘Gwanak 

Sociology Festival’이 열렸으며, 김동광(학부 11)이 “한국 비정규직의 

사교육비 지출 분석: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이를 중심으로”로 대상(

부상: 20만원), 권오재(학부 09)가 “2차 대전에 관한 일본 집합기억의 

경로의존적 형성 과정: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로 우수상(부상: 

10만원)을 수상했다. 둘째 날은 사회 각분야로 진출한 선배들과 ‘선배

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으며, 오후에는 ‘함께하는 운동회’ 행사가 버들

골에서 진행되었다.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신실크로드 사업단’ 참여 

서울대 사회학과가 참여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신실크로드 

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하는 ‘2014년 수도권대학 특

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년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회학

과는 15명의 교수와 137명의 학부생이 참여하며, 5년간의 사업예산을 

지원받는다. 사회학과는 이 사업단 활동 1차년의 활동으로서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학부생을 대상으로 East Asian Junior 

Workshop(사진), 해외 교환학생 지원, 동아시아 평화인권캠프, 대만 

금문도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11회 서울대-동경대 공동 컨퍼런스

서울대 경제연구소, 본교 분배정의연구센터, 동경대 국제 일본경제연

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회 서울대-동경대 공동 컨퍼런스가  

2014년 11월 14일 서울대 사회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대 경제연구소와 일본 동경대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여 “Labor 

Market and Consumer Issues in East Asis”라는 주제로 노동시장

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소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 국제기구와의 대화

2014년 12월 10일 서울대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단,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센터 및 국제노동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소

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주제로 국제 워

크숍을 개최하였다. 세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이번 국제 워크숍에

서는 “소득 불평등과 성장” “소득불평등 관련 이슈”, “소득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소주제로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

2014년 12월 16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와 (사)

동반성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사회경

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추격연구소가 참여하여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대논쟁”이라는 주제로 토론과 논쟁의 장이 열렸다. 자본주

의 전반적으로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세기 

한국자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

는 시간이었다.

SJE(Seoul Journal of Economics), Scopus 등재 확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한국금융경제학회, 

한국발전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분기마다 발행하는 SJE(Seoul Journal of 

Economics)가 Scopus에 등재 확정되었다. 

Scopus는 이미 연구재단에서 KCI논문 대비 가중

치 면에서 1.5~1.8배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받을 

정도로(SSCI는 2배) SSCI 다음으로 인정을 받는 

저널 평가 기준이다.

사회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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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류학과·비교문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글로벌 한국학과 한국 인류학(Global Korean Studies and Korean Anthropology)

인류학과는 2014년 9월 12일, 13일 양일간 비교문화연구소와 공동으

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글로벌 한국학과 

한국 인류학”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 및 외국 인류학자들에 의해 수행

된 한국연구를 회고 및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분단현실에 주목하

는 한국인류학의 한 기조를 검토하면서 민족문화, 조상의례, 탈북이

주민 성원권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 현대 한국사회 연구를 살

펴보며 한국인류학에서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논하였다. 

충청남도 홍성군 거북이 마을 답사

왕한석 교수가 담당하는 <문화와 의사소통> 수업에서 2014년 10월 

15일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항리 내현마을, 일명 거북이마을로 답사

를 다녀왔다. 왕한석 교수가 저술한 『한국의 언어민속지』 연구지 중 

한 곳인 거북이마을에서 마을의 주요 특성과 이곳 언어문화의 중심유

형, 현지조사에 관한 경험담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근방에 위치한 해미읍성과 수덕사에 방문해 충청남도 지역의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말 도당제 및 잿마당제 답사

강정원 교수가 담당하는 <종교문화의 이해> 수업에서 2014년 10월 19일 

강남구 역삼동 831-47번지에서 진행된 역말 도당제 및 잿마당제를 답

사했다. 역삼동 원 주민들이 마을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역말 도당제에 참석하여 도심 개발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도시 주민들의 연대와 노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종교가 현대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민들의 결

합을 유지하는 데에 공고히 작동하고 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민속박물관 답사 

정향진 교수가 담당하는 <인류학의 이해> 수업에서 2014년 10월 1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학생들은 인류학자의 연구와 

시선이 박물관의 전시를 기획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

고, 현존하지 않는 과거의 문화를 ‘재현’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고

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석기 

시대의 삶과 문화’를 재현하는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각자의 박물관

을 기획, 제작하였고 결과물은 사회과학대학 로비에 전시하기도 했다.

인류학과 총 M.T

2014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남양주 나르지오 연

수원에서 인류학과의 총 엠티가 진행되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

함한 30여명의 학생들이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진로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류학과 소식

2014년 서울대-동경대 공동포럼
2014년 서울대-동경대 공동포럼이 11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아시

아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동경대 측 8명, 서울대 측 11명이 참가하였다. 사회학과에서는 

박명규, 송호근 등 교수 2명과 김연철 등 박사 2명, 권동국 등 박사과

정 4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서울대학교와 동경대학교 간의 연구 관심을 공유하고, 향후 동아시아

와 한일 양국 사회에 대한 연구 교류의 기반을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2015 사회학과 신년하례식

2015년 1월 8일 오전 1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마로니에홀)에서 

2015년 사회학과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매년 새해를 맞아 개최하

는 신년하례식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재직 교수진, 대학원·학부 재

학생, 그리고 여러 동문이 모여 자리를 빛냈으며, 지난 한 해와 성과와 

올 한 해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을미년을 맞

아 동북아시아에 고조되고 있는 정치군사적 긴장의 의미를 상기하는 

한편, 보수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회학과 대학원생 수상소식

이상직(박사과정)이 의료생활협동조합 연구로 두 차례에의 관련 공모

전에서 수상하였다. 2014년 9월 18일에는 KDB대우증권·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주최, 사회적기업희망재단·사회적기업연구원 주관, “제 

2회 대학(원)생 사회적경제 논문경진대회” 양적연구 부문에서 “조합

원들의 참여동기 및 사회적 관계와 참여지속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을 중심으로”(보건대학원 박사과정 김광묘와 공동)로 대상을 수

상하였다. 또한 10월 30일에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주관, “제 1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에서 “조합원들의 참여 및 관계양상과 

건강행동변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비교분석”(보건대학원 박사

과정 김광묘와 공동)으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양종민(박사수료)

과 성연주(석사과정)는 '2014년도 제11회 전국 청년 사회학도상 공모'

에서 “Welfare State’s Policy Response to New Social Risk: 

Sequence Analysis for Welfare Policy”와 “명목적 균형인가, 실질적 

자율성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조직사회학 연구”로 각각 대

학원 최우수 논문상과 대학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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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학부, 대학원생 야유회  

2014년 9월 13일에 경기도 고양시 투데이스에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심리학과 교수들이 함께하는 야유회가 있었다. 심리

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

며 학교생활과 진로 등의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학부

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섞여서 조를 편성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심리과학연구소 콜로퀴움 

심리과학연구소는 매 학기 국내외의 인사들을 모시고 언어심리, 지각

심리, 교육심리 등 다양한 주제로 심리학 연구의 응용가능성을 탐색

하는 콜로퀴움을 진행한다. 2014년 10월 22일에는 오하이오(Ohio) 대

학의 김우재 박사가 “How do PDP models learn Quasiregularity?”

라는 주제로 인지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PDP 모델에 관해 논하

였다. 기존의 모델을 토대로 새로운 신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소개하

였으며,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

였다. 2014년 12월 10일에는 바르샤바 대학에서 응용언어학 전공의 

Paradowski 박사가 “Why does intelligence need arms and legs?”

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에서 언어나 행동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

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매우 쉽게 이루어지는 학습이 

인공지능에서는 어떤 점에서 어렵고 잘 안되는지에 대해 언어와 인지 

이론을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와 인지, 지각 전공의 대

학원생들과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하면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15년 1월 19일에는 아이오와(Iowa)대학 경영

대 교수인 Ken Brown가 경영학 분야에서의 교육적인 방법론을 설명

하였다. 인지 심리 특히 학습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인접 분야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학습 방법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소에서는 여러 차례의 집담회를 열

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심리학과 교수진은 심리학과 수업이 어

떻게 진행되어야 학생들과 교수 상호간의 소통을 확장하고, 깊이 있

는 지식이 교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 심리학 수업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이상적인 심리학 수업의 모습

에 대해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다.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의 많은 참여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심리과학연구소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교실 겨울학기’ 개최

심리과학연구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교실 겨울학기’를 개최

하였다. 2015년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3일씩 2차에 걸쳐 진행한 이

번 행사에서는 전국 고등학생 350여명이 참가하여 심리학개론 강의

를 들으며 전공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리학교실에서는 심리학

과 학과장이자 심리과학연구소장인 박주용 교수와 한국상담대학원대

학교 김민희 교수, 우리학교 심리학과 박형생 박사, 장석환 박사가 이

해하기 쉽고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심리학을 소개하였다. 수업의 

일환으로 인지, 사회, 언어, 임상/상담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이 실제 

심리학 연구 데모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심리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

고, 직간접적인 실험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심리학과 학과장인 박주용 교수가 심리학과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호기심어린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졌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심리학과 학

부생과 대학원생 20명이 도우미로 나서 참가 고등학생들과 점심식사

를 같이 하며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심리학과 소식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교실>

지리학과 추계 정기학술답사 – 대만

지리학과는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신(新) 실크로드 사업단의 적극

적인 지원을 받아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에 걸쳐 대만의 타이

베이와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답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답사를 통

해 지리학과는 2013년 MOU 체결 이후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대만대

학교 지리학과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답사 첫 날 이루어진 미팅에서 양 교의 교수

들과 학생들은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생 48명은 국립 대만대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9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경제, 문화, 역사, 자연, 도시계획, 환경 등 자

신의 관심사에 맞는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지역을 조사하였

다. 특히 이번 답사는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스스로 연구지역을 결정하고 자신이 수립한 문제의

식과 가설을 대만대학교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보다 더 능동적이고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답사가 이루어졌

다. 답사 이후에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결과

를 보완하였고, 최종 연구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지리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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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인의 밤 <Nox Geographiae> 행사 개최

지리학과는 지리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 지리학과 구성원들

의 수직적·수평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대를 증진시키고자 2014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 글로벌하우스에서 <Nox Geographiae(지리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100여명이 참석한 본 행사에서는 학부생들

의 해외지역연구 프로그램 프로포절 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팀별 퀴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졌다. 이를 계기로 지리학과는 향후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자 한다. 

2014 지리학과 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2014년 11월 25일 지리학과 동문회 정기총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

회관 마로니에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59학번 이광희 동

문과 60학번 박숙희 동문을 비롯하여 04학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수가 참석하여 학과 근황 및 기별 자기소개 등의 친교 시간을 가졌

다. 현재 지리학과 20대 동문회 회장단은 73학번 최경진 동문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리학과 발전기금 헌액식

지리학과는 2015년 1월 16일 17시에 전 지리학과 교수 고(故) 이찬 교

수의 발전기금 헌액식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발전기금을 출연해

주신 고(故) 이찬 교수의 장남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석 교수를 비

롯하여 지리학과 허우긍 명예교수, 이정만 교수, 박수진 지리학과장, 

손정렬 교수, 김용창 교수, 박정재 교수, 이건학 교수, 지리교육과 류

재명 교수, 박배균 교수, 이상일 교수 등 전·현직 교수들과 지리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다. 이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고(故) 이찬 교수

의 지리학에 대한 애정을 상기하며 지리학 및 지리교육학을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복지학과 소식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4년 12월 5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고령화와 노인돌봄에 대

한 한·중·일 3국의 대응과 과제” 라는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20년 중국 노인복지의 변화 및 발전,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9회 실습평가회 및 수퍼바이저 워크샵 개최

2014년 10월30일 제9회 사회복지실습평가회 및 수퍼바이저 워크샵

이 개최되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실습생들의 수퍼바이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겨울 및 여름 실습 현황을 보고하고, 우수보

고서 발표와 우수실습생 시상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홍백의 교수

의 생태주의복지를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되었다.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수상 소식

2014년 10월 15일 사회복지학과의 한진석 학생이 ‘관악봉사상’을 수

상하였다.

제4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중국 인민대 사회보장학과 국제학술교류 개최

2014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인민대학교 사회보장

학과 간의 제 4회 학술교류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ocial Services: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를 

주제로, 한·중 사회복지 현안을 나누고 한국의 사회복지 기관을 소

개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014년 2학기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세미나 진행

사회복지학과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세미나로서 경력을 

향상하고 연구 및 논문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원 세미

나를 매학기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간에는 들을 수 없는 각종 노하우

(논문/학회/취업)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장이기도 한 대학원 

세미나는 이번 2014학년도 2학기에는 총 2회 진행하였다. 

 일 시                 주  제                    강 연 자 

 9월 17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교육  통계청

 12월 12일 질적방법론과 현지 연구 
 천경효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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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문화특강 개최

언론정보학과는 매 학기 언론정보, 정보문화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언론정보문화 특강’을 개

최한다. 2014년 2학기에는 총 7차례 특강이 있었는데, 2014년 9월 18

일에 열린 제35회 특강에서는 황두진 건축가가 “도시와의 소통, 서울

은 어떤 도시일까?”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10월 2일 제36회 특강에서

는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이 “변화의 중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신과 자세를 은행경영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10월 16일 

제37회 특강에서는 김승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여기,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여기”라는 주제로 건물과 공간을 역사적, 인본주의

적 시각에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10월 30일 제38회 특

강에서는 정윤정 MBC 예능국 PD가 ‘리얼리티 TV’의 제작과정을 현

장감 있게 상세히 소개했다. 11월 13일 제39회 강연은 김성철 고려대

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아 “미디어 기업, 왜 그리고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기술, 소비자, 사업

자 전략, 규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 보고 미디어 기업을 왜 창업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11월 27일 제40

회 강연은 유해근 나섬공동체 대표가 “유목민, 그들은 우리에게 누구

인가?”라는 주제로 맡아주었고, 12월 11일 제41회 특강에서는 전동건 

방송기자연합회 회장(MBC 기자)이 “세월호 참사 때, 내가 방송기자

였다면?”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에 정상적인 방송사 시

스템이었다면 어떻게 취재하고 움직였을지를 설명하며 왜 재난보도

특보방송을 하는지, 재난상황에서 어떤 취재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정보학포럼 

언론정보연구소에서는 국내외 커뮤니케이션학계의 신진학자들 및 주

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에게 학계의 최신 경향 

및 성과들을 알리는 언론정보학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있다.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들로 이루어지는 유연한 분위기에서 대학원생들은 학계

의 다양하고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접하게 된다. 2014년 하반기에는 

총 4회의 언론정보학 포럼이 진행 되었는데, 제 98~101회 언론정보

학 포럼에서는 문화연구와 성찰적 글쓰기(주형일 영남대 교수), OTT 

사업전략과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구도 (고려대 김성철 교수), 제삼자 

효과는 과연 존재하는가?(정성은 성균관대교수), 커뮤니케이션 연구

와 사실의 계보(정성욱 박사)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신문 칼럼 연재 

이재현 교수는 전자신문에 2014년 1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45

회에 걸쳐 “이재현의 미디어 공명 읽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

면서, 현재의 하이테크를 새로운 기술 혁명이라고 보는 ‘테크놀로지 

혁명 담론’, 우리의 기술이 과거의 기술보다 우월하다는 ‘자기중심적 

역사관’, 그리고 역사는 인과적인 사건들의 연쇄라는 ‘연속성의 역사

관’을 비판했다. 

언론정보학과 소식

   제35회 황두진 건축소장 특강                     제38회 정윤정 MBC 예능 PD 특강

여성학협동과정 학생 자치 워크샵 및 체육대회

여성학협동과정은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2014년 11월 22일, 23일 양

일간 연례 워크샵을 진행했다. 부산 신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여성학

회 추계학술대회에 교수, 대학원생, 여성연구소 박사들이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네트워킹 및 대학원생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별도의 토론회와 석·박사과정 학생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였다. 

국제학술대회 <재생산 대상물과 친밀한 관계의 국제적 거래: 
개인화와 근본적 파편화>

2014년 10월 16일 SSK “젠더와 연대” 연구단(연구책임자: 배은경)과 

서울대 여성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재생산 대상물과 친

밀한 관계의 국제적 거래: 개인화와 근본적 파편화>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렸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참여한 연구자

들은 대리모 및 생식 세포의 국제 거래의 양상과 법률적, 윤리적, 사

회적 쟁점을 토론하였다. 발표자를 포함하여 참가자 모두가 재생산 

거래의 지구성과 지역성을 인식하고 젠더 연구의 관점에서 국제적 협

업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학협동과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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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가을 학기에 경제학부

에 부임한 서명환입니다. 박사학위 후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약 십 년간 근무했습니

다. 줄곧 한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그곳의 환

경이나 동료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모교인 서울대로 오게 되

어 이 또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런 지면을 빌어 그 동안 저를 도

와주신 가족 및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량경제학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에서 공부했습니

다. 박사학위로 비선형 시계열모형, 특히 변환점 (change-point or 

threshold)이 있는 공적분 (cointegration) 모형에서의 추론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거시경제변수들이나 금융변수들과 그들의 특정한 관

계들이 가지는 시계열의 특성들을 연구하는데 있어 비선형성, 단위

근 (unit root) 의 존재, 공적분 등은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

습니다. 제 박사학위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적게 되어 있던 비선형성

과 공적분이 상존하는 모형에서의 통계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 

이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은 딱딱하긴 했지만 매디슨에서 생활은 상당히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한 관계로 유학의 첫

발을 내딛는데 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그곳에서 공부의 즐거움

을 맛보게 되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게 되어, 여러 면에서 한층 성

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료 교수가 된 김진우 교수와 같은 아

파트에서 살며 서로 의지했고, 배우자도 그곳에서 인연을 맺었기 때

문에 돌이켜보면 매디슨은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준 곳이었습니다.

런던 정경대에서의 생활은 주위의 좋은 동료들 덕분에 연구의 깊

이를 좀 더 키울 수 있었던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는 연

구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된 시간이기도 했구요. 이 기간부

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박사학위에서 시작했던 비선형 모형들을 

다양한 틀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비선형 모형이라고 하면 그 범주

가 너무 컸지만, 실제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 왔던 모형은 변환점 

모형이나 체제전환 모형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에서 불황과 호

황이 있고 각각의 상황이나 체제에 따라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관

장하는 변수들의 값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이

런 변수 값들의 변화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도 있고, 아니면 특정 경제변수들, 가령 산

업생산의 값이 알려지지 않은 변환점을 넘어감에 따라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변환점의 존재여부를 검증하고 추정해서 그 추정치

에 연루된 불확실성을 알아내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요즘 빅데이터로 알려진 변수들이 아주 많은 상

황 (high-dimensional models) 에서 경제모형을 추정하거나 경제변

수들의 미래치를 예측할 때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

서 예측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기존에 자세하게 다루어 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

하게 됩니다.  우선은 데이터의 사이즈에서부터 아주 다양합니다. 구

글 회장 에릭 슈미트 (Eric Schmidt)가 2010년에 언급한 바에 따르

면, 인류가 2003년까지 축적했던 정보만큼의 데이터가 이제는 매 2

일 마다 축적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져 정보의 양은 더욱더 방대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의 경우 기본적인 통계량조차 계산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공학분야들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왔으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경우 

이렇게 방대한 정보 활용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물론 구글,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나 아마존같은 경우에도 경제학적인 접근법

이 유용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데이터를 다

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 정도로 방대하지 않더라도 

세금관련 데이터 등 실제로 방법론만 존재하면 유용하게 사용 가능

한 공적인 데이터도 많이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들을 경제모형의 분석이나 미래예측

에 포함시킬 것 인가 하는 이슈는 변수들의 숫자가 각 변수의 관측

치에 비해 많으면 위에서 언급한 만큼의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여

전히 챌린징한 문제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연구자의 다소 작위적인 

기준으로 변수들이 선택되고 있고, 아니면 기존의 잘 알려진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변수 선택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

도 연구자가 관측한 데이터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선택되는 변수

들이 크게 바뀌거나 그로부터 수반되는 통계적 추론의 결론들이 바

뀌는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경

제 변수들에 많은 경우 측정오차가 적지 않게 존재하므로 이는 경제

분석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기존에 

잘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좀 더 기술적 용어로 모형선택 

(model selection) 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류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과 그 오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

는 기법들이 지난 약 이 십 년간 통계학분야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연구되어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금의 경제학까

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참가했던 전미 경제학회에서 

이 주제에 관해 많은 세션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 없

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련 강의실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자리가 

없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한 놀라운 관심을 새삼 실

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는 이런 빅데이터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제

가 기존에 연구했던 변환점 모형들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와 그 

추정치들의 통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특

히 변환점 자체에 대한 추정과 통계적 추론의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방대한 양의 변수들이 존재할 때 

이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

모수적 방법과 변환점의 존재 여부는 쉽게 혼동될 수 있고 그래서 두 

다른 모형들을 구분해 내는 정밀한 통계적 방법은 중요하다고 하겠

습니다. 약간 더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지만 제 연구들은 경제

성장모형이나 주거형성 모형 등 실증적 연구들에 많이 적용되고 있

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제가 학생으로서 들었던 수업들의 깊은 감동

을 교수로써 재현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뭇 듭니다. 한편으

론 서울대의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를 다시 검증하고 

경제학부  서명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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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014년) 가을학기부터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한 최승주 교수입니

다. 새 직장에서 동료 교수님들의 환대와 배

움의 열의로 가득 찬 학생들을 만나면서 행

복하게 첫 학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2000년

에 유학 길에 올라 2006년에 미국 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동안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에서 교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와 행동경제

학(behavioral economics)이며, UCL에 재직 당시 학부와 대학원에

서 주로 이 두 분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해리 포

터의 마법의 이야기가 탄생한, 소위 신사의 나라로 많이 알려진 영

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나라일 수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경제학자(도)들에게는 생각 외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근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수많은 천재 경제학자들―Adam Smith, David Ricardo, John S. 

Mill, Thomas R. Malthus, Alfred Marshall, Francis Y. 

Edgeworth, John M. Keynes, 등등―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오늘

도 우리는, 강의를 통해 혹은 연구를 하면서, 그 경제학자들이 남긴 

지적 유산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UCL이라는 대학도 한국 사람들과 역사 속에서 깊은 인연(?)을 맺

고 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메이지 유신 전에, 

조슈 번이라는 지역에서 다섯명의 젊은이들이 1863년에 당시 청나라

를 통해 영국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이 다섯 사람을 조슈 5인 혹은 

장주 5인이라 부르는데, 영국에 들어온 후 UCL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의 선진 문물들을 배우고, 일본에 돌아간 후 근대화의 기초를 마

련합니다. 이 다섯 젊은이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낯익은 이름들

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가 있습니다. 

UCL 도서관 뒷뜰에 가면, 일본정부의 후원을 받아 세워진, 이 5인을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UCL에 재직 당시 가끔 이 비석을 보러 가

곤 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역사실적 추론(counterfactual reasoning)

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만약 그 당시 이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닌 

혹은 그들이 가기 전에, 이땅의 젊은이들이 영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돌아와 당시 조선의 근대화 기초를 마련하고 추진했으면 어

떠했을까?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비실험(non-experimental) 학문으로 여겨

졌습니다. 경제학 이론들이 제시한 경제 법칙들은 경제 현상들에 대

해 오로지 관측(observation)을 통해 규명될 수 있을 뿐, 물리학자들

이나 생물학자들처럼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경제 법칙들을 검증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방법론은 지난 30년간 폭발적

인 성장을 이루어왔고, 인간의 심리현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

해, 기존의 전통 이론들에 유의미한 수정을 가한 행동경제학을 탄생

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실험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의 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기존의 경제 이론

들의 검증을 위한 새로운 실증 자료들과 비판적인 시각들을 계속 제

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분야가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체에 미친 공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은, 이미 10

여년 전인, 2002년에 실험심리학자 Daniel Kahneman과 실험경제

학자 Vernon Smith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영미권과 유럽 대륙에서는 실험방법론의 전통이 오래됐으며, 수많

은 학자들이 이 두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쉽게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이 두 분야는 아직 생소합니다. 

지난 가을학기 정치학과의 안도경 교수님과 언론정보학과의 한규섭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실험사회과학’ 모임을 격주로 

진행했습니다. 이 모임은, 많을 때는 30여명이나 되는 석/박사과정

과 학부과정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실험 방법론을 통해,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학

생들의 뜨거운 관심은,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이론에 치우친 

기존 경제학에 대한 반성, 그리고 실증분석에 대한 갈증 때문이 아니

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한국 대학의 연구 환경이 외국 우

수 대학들에 비해 열악하고, 실험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포함한 경

제학 전반의 전통과 연구 성과가 많이 뒤쳐져 있지만, 한국에서 그리

고 서울대학교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서울대

학교의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학문 세대가 맡

은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바램을 해 봅니다.

2000년에 유학을 떠날 당시의 서울대와 지난 가을 학기에 부임해

서 본 서울대는 많이 다릅니다. 수많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저를 가르치셨던 여러 은사님들도 퇴임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교수님들이 남기신 업적과 유산들, 그리

고 새로 부임한 교수님들이 이루시고 계시는 성과들, 이 속에서 제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첫 학기였고 이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인데, 16동 사회

과학대학 6층에서 바라보는 관악산 자락과 캠퍼스는 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름답습니다. 

경제학부  최승주 교수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학기 

동안 보여주셨던 주위의 여러 교수님들의 따뜻한 환영과 그 분들의 

뛰어난 연구성과들은 저를 채찍질 하는 것 같아 긴장도 됩니다. 

아침에 집에서 연구실까지 조용한 언덕길을 걸어 오다 보면 그 동

안 런던에서 기차로 출퇴근하며 놓쳤던 주변환경들을 돌아보게 되고, 

걸으며 생각에 잠기게 되어 소소한 행복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주변의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뤄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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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9월부터 사

회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한 김석호입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2008년에 박사학

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성

균관대학교에서는 정치사회학, 시민사회

론, 도시사회학, 사회조사방법론 등을 강의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시카고대학

교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NORC) General Social 

Survey(GSS)에서 6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사업을 총괄하였고 동아시아사회조

사자료센터(East Asian Social Survey Data Archive)를 설립하여 사

회조사 자료의 질 향상과 확산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시민사회, 이주와 사회통합, 서베

이방법론 입니다. 저의 연구주제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습니다. 가령 제가 선거, 정치참여,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진행

해 온 정치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은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다

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및 시장과 맺는 관계와 그 사회적 및 정치적 

결과에 대한 연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시민성(civility)과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은 정치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한편 이는 한국의 시민들이 이주자 집단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태도

와 행위, 즉 이주자 사회통합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

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학, 시민사회, 이주와 사회통합

과 관련된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자

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몇 년 간 사회조사자료 수집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자료의 질(qual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가 다양한 사회조사자료 수집에 참여

하고 해당 분야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은 한 사회의 질 또는 시민사

회의 수준은 사회조사 자료의 질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저는 조사자료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궁극

적으로 자료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그 구체적 예들을 통

계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신뢰할만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들

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의 유학 경험과 한국에서의 교육 및 연구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저는 사

회현상들을 비판적이지만 따뜻하고 세심한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

는 사회학자 및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동

안 학계에서의 여정 속에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진심으로 격려해주신 좋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

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는 제가 그 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

와 지식을 더 발전시키고, 이를 교수님 및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제가 

얻은 학문적 경험과 인생의 교훈을 앞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서 선배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나누며 교육과 연구에서 보람을 얻고, 

학과와 학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

사합니다.

얼마 전 내 연구를 도와주고 있던 조교들 

몇 명과 함께 공대 부근의 식당에 간 일이 

있다. 차를 주차시키려 하는데 “교직원 전

용”이라는 표지를 보고 “내가 주차할 수 있

는 공간이 아니구나”라고 했다고 곧바로 “

아 내가 교직원이었지”라고 말한 일이 있

다. 이를 보고 조교들이 자지러지게 웃었음

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96학번으로 서울

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한 이후 난 늘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살

아왔다. 2004년 유학을 떠났고 학위 취득 후 미국 대학들에서 수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긴 했지만 중간 중간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마치 

고향집 방문하듯 다녀 갔고 늘 은사님들의 가르침을 구해왔던 터라 

나에게 서울대학교는 스승님들이 기거하고 계시는 정신적/지적 성지

와 같았고 난 늘 그 곳에서 배움을 갈구하는 학생이었다. 

작년 가을 영광스럽게도 모교에 부임해오면서 내 신분도 어느덧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바뀌었고 난 그 임무를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지금 던지는 말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질까, 내가 학생들에게 권위만을 내세우는 낡은 구세대로 보이

지는 않을까, 학생들은 내 수업을 들으며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직

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을, 그리고 고단하고 불안

한 삶을 좌절하지 않고 굳세게 걸어 갈 수 있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스스로가 내 수

업을 듣고 있는 저 학생들처럼 저기 저쪽에 있는 책상에 앉아 단상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순간들이 징그러울 정도

로 생생하기 때문에 난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게 된다. 

그래서 나의 첫 학기는 모교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기쁨과 흥분보다

는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점철된 나날들로 기억된다. 

내 연구는 “헬스커뮤니케이션”과 “설득”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짧은 글에 내 연구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보다 한국 사회

에 돌아와서 내가 가장 역점을 두고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는 현상들 

혹은 연구 문제들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매스 미디어나 인터넷, 핸드폰 등의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제대로 된 

공중보건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다. 둘째는 한국의 환자-의

사 커뮤니케이션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한

국 사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커뮤

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내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업적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열망과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회과

학도로서의 이상이 강렬하고 절실하기에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도 가슴이 뛴다.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언론정보학과  이철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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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후반 관악캠퍼스는 잔디밭이었다. 

잔디밭 위에 비슷한 모양의 벽돌 건물이 조그

맣게 얹혀 있었다. 아파트 같다고 비판하는 친

구들도 있었지만 큰 잔디밭에 놓인 벽돌 건물

이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캠퍼스 건물들

은 모두 순환도로 안에 있었다. 순환도로를 벗

어나 있는 것은 낙성대로 내려가는 입구에 관

악사, 그리고 공대 뒤쪽 순환도로를 접해 있는 

4.19 기념탑, 파워플랜트 정도였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5동 건물은 학생 시위의 시발

점이었다. 주동자가 2층 창문 밖 베란다, 혹은 게시판 지붕에서 등사

지로 복사한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면 시위가 시작됐다. 주동

자는 사복경찰에 잡혀가고, 고함소리에 몰려든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인문대쪽으로, 혹은 도서관 쪽으로 뛰었다.

관악캠퍼스로 옮겨간 70년대 후반은 유신 말기였다. 그러니 서울

대생들이 시내에서 시위를 못하도록 관악산 골짜기로 쫓아냈다는 근

거 없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유신의 종말과 함께 이어진 비상계엄과 

휴교령,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 그런 소식을 ‘카더라 통신’으로 전

해 들어야 했던 시절이다. 아크로폴리스의 대집회와 서울역까지 행

진. 학교의 문을 닫은 날, 수업을 할 수 없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다. 사회대는 역사의 흐름에 가장 민감했고, 늘 민주주

의를 지키는 저항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런 험악하고 굴곡진 역사의 

가운데 관악시대가 열렸다. 사회과학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고

도 벌써 40년이 흘렀다. 교수님들, 동문 여러분과 함께 40주년을 축

하하고 싶다. 돌이켜 보면 사회과학대는 학문적으로 성과가 컸다. 외

형적으로도 새 건물을 추가하며 크게 변모했다. 하지만 동문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결속력도 없는 이름뿐인 단위

다. 필자는 1978년 사회계열(사회과학대+법대+경영대)로 입학해, 

그 이듬해 정치학과로 들어갔다. 졸업한 이후 서울대나 정치학과 단

위 모임은 있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사회(과학)대

라는 단위로 모임을 가진 일은 없다. 아니 형식적인 분류 말고는 따

로 생각해 본 기억도 없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하

지만 해외 대학의 학문적 성과들이 동문들의 지원을 업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얼마 전 총동창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필자보다 한참 연로하

신(동창회에 나가면 대개 필자보다는 선배님들이다) 선배 한 분이 “

문리대 동창회가 왜 잘 안 되느냐”고 말씀을 꺼내셨다. 회장을 맡으

신 분이 구심점 역할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셨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제의하셨다. 역할을 방기하

고 지방에 칩거하시는 ‘회장’님을 밀어내고 문리대 동창회를 재건하

자는 것이다. ‘문리대’라면 관악캠퍼스 시대 개막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름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는 결속력이 무척 강력했다. 국

회에도 ‘育文會’가 기세를 떨치던 시절이 있었다. 정치인과 정치부 기

자들이 수시로 모여 단합을 과시했다. 사실 문리대의 핵심 학과들은 

사회대에 몰려 있다. 그러니 ‘육문회’의 중심도 사회대 소속 학과들이

었고, ‘문리대 동문회 부활’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런 학과 출신 선

배님들이다. 그런데 왜 이제 뜬금없이 문리대 동문회 부활 이야기가 

나올까? 사회대 동문회가 존재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려움도 있

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일 캠퍼스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문리대 

시절에는 독립된 캠퍼스가 있고, 그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한 추억이 

있다. 강의와 시위, 동아리 활동, 그리고 방과 후 주점에서의 토론과 

교외에서 보낸 주말….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한 동료들이었다. 그러

나 이제 달라졌다.

사회대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솔직히 답을 모르겠

다. 학교나 동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학문적으로는 사회대

라는 틀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학부에서는 오히려 인근 학과와 인

근 대학에 대해 포용하고,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관용성을 높

여야 한다.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각종 대내외 활동도 문

을 닫기보다 인근 대학을 아우르며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훨씬 사회

대답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과학대 40년과 동문회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정치 78학번)

‘라이베리아’ 작년 여름 에볼라 바이

러스로 인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더니 

요즘은 다시 잊혀져 가는 듯한 나라... 

누군가에게는 아마 이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 이 다

섯 글자는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그리운 나라다. 

2012년 1년동안 굿뉴스코해외봉사단

으로 라이베리아에 파견돼 활동했다. 날마다 펌프로 물을 길어야 했

고 티셔츠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땀에 젖어 지내야 했지만 그곳에서

의 시간들은 가슴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겨져 있다. 라이베

리아로 가기 전에 나는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저 내 

성공과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먼 아프리카 땅에서 내 마음

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맞닥뜨렸다. 성격이 모두 다른 10명

의 단원들과 한 집에 살며 함께 활동하는 것, 매일 숯으로 불을 피워 

밥을 해 먹는 것, 닭장 같은 열악한 교실에서 장난기 가득한 100여명

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을 하는 것, 오지 마을에서 물 한 양

동이로 씻는 것 등 한국에서 살았던 방식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남 몰래 울기도 했고, 말라리아에 걸려 앓기

도 했고, 단원들과 서로 마음을 몰라 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서는 본 적 없는 진짜 내 모습을 보았다. 나 하나만을 위하며 이기적으

로 살았던 나, 실패가 두려워 계산만 하며 소극적으로 살았던 나. 그

런 부족한 나에게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다. 

조금만 힘주어 밀면 쓰러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집에 살면서도 잘 사

는 나라에서 온 내가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걱정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친구들, 마지막 음악수업을 하던 날 선물

을 챙겨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건네주던 한 여

학생, 청소 캠페인을 벌이는 우리를 보고 타고 가던 차에서 내려 격려

와 감사를 전하셨던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까지... 무엇인가 주려고 

갔던 나에게 그들은 오히려 너무도 큰 선물을 돌려주었다. 그곳에서

의 1년은 내가 늘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

을 알려 주었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정신을 가르쳐 주었다. 

10학번인 나는 대학시절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느낌이 많이 든

다. 쏜살같은 시간을 따라 포근한 관악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기 전

에 우리 학우들이 좀 더 많이 도전하고 좀 더 많이 고생해 보기를 추천

한다. 어디든 좋다. 익숙하지 않은 그곳으로 가서 마음껏 도전해보자. 

익숙한 이곳에서는 배울 수 없던 소중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내 

좁은 틀을 벗어나 더 크고 멋진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이베리아가 준 선물

조민지 (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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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 대안
조흥식. 유홍림, 이지순, 송호근, 김명언 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2014년 9월)

이 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

를 두고, 경제, 정치, 사회, 심리, 복지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 한국이 선

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 대안을 고찰한다. 성장-복

지-환경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경제발전 전략과 정책 대

안, 토의정치의 제도화를 통한 정치발전 전략과 정책 대안, 경제민주화

와 복지의 상생 구조 모색을 통한 성장 동력의 사회적 생산 전략과 정

책 대안, 긍정성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 대안,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강원택, 김병연, 안상훈, 이재열, 최인철 저
21세기 북스(2014년 10월)

계층 간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계

층 격차라는 사회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

니 외환위기를 계기로 빈곤층이 생겨나며 사회 구조는 계층적 양극화

를 만들어냈고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 고용 없는 성장 등이 이를 해결

할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심리와 같이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는다.

비교정치론강의1.2(개정판)
박찬욱 외 편역
한울아카데미(2014년 9월)  

『비교정치론 강의』는 비교정치연구를 위한 개설서로서 분석방법, 개념

정립, 분석디자인 등을 비롯하여 이제까지 수행되어온 비교정치론 분

야의 연구를 고찰하고 제3세계의 정치변동과 정치경제를 연구대상으

로 하여 근대화이론과 그 비판, 혁명이론, 민주화이론, 경제발전과 저발

전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분석들을 다룬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근대화

이론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 추가됐다. 

거버넌스의 정치학
김의영 저
명인문화사(2014년 8월)

『거버넌스의 정치학』은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등으로 변화하는 새로

운 시대 상황에 맞춰 등장한 정치 패러다임 중 하나인 ‘거버넌스’에 대

하여 심도있게 다룬 책이다.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과 민주적 함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시도하고 행정학계에서 주로 이

루어졌던 기존 거버넌스 연구를 정치학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접근하였

다. 더불어 한국정치의 발전과 국정운영의 개혁에 대한 정책적·실천

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
로-아일랜드 사회협약 모델의 수립과 진화

권형기 저
후마니타스(2014년 9월) 

단순 ‘자유시장’이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

면서 동시에 보다 심화된 민주 사회에는 어떤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세계화 시대에는 자유시장 논리에 기초

한 신자유주의만이 유효한 대안인가? 제도의 성공적인 안정화 혹은 제

도화 과정이 어떻게 제도의 붕괴와 해체를 위한 씨앗을 잉태하는가? 『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는 세계화 시대, 

아일랜드는 어떻게 ‘자유시장’ 모델이 아니라 ‘사회협약’ 모델을 통해 

경제 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총 8장으로 구성하여 살펴본다.

제3의길(번역서)
앤소니 기든스(저자) 한상진, 박찬욱 공역
책과함께(2014년 12월)

앤서니 기든스는 이 책을 통해 제3의 길에 대한 일관되고도 설득력 있

는 정의를 구성해 내었다. 이 선구적 저작은 좌와 우의 실패를 경험한 

오늘날의 모든 국가들에게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해 줄 것이다. 서구처럼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없더라도, 한국 역시 ‘제3의 길’을 요구하는 역사적 경험들을 갖

고 있다. 우리 현대사 속에는 유럽이 수세기 동안 겪은 도전과 시련이 

중층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고질적인 좌우 이념 대

립과 지역 대결 구도, 노사 간 갈등과 반목, 세대나 남녀 간의 불신, 사

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3의 길’을 둘러싼 논의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의 길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검토

하고 다시 형성해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화두이다.

Fénelon in the Enlightenment: Traditions, Adaptations, 
and Variations. With a Preface by Jacques Le Brun

안두환 외 공편
Radopi(2014년 9월)

이 책은 신학자이자 정치철학자로 루이 14세의 손자 부르고뉴 공작의 

가정교사를 지낸 프랑스와 드 페늘롱의 지적 영향을 추적한다. 1699년 

출판된 페늘롱의 대표작 [텔레마코스의 모험]은 18세기 줄곧 유럽에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당시 종교계 및 정치계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 하지만 계몽주의 정치 및 종교 사상의 토대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늘롱의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영미학계에서도 이

제야 시작되고 있다. 이 책은 서유럽뿐만 아니라 오토만 제국과 아메리

카 대륙에 걸쳐 페늘롱의 저작의 수입과 번역 과정을 추적한 첫 집단

적인 연구의 결과로 페늘롱의 사상뿐만 아니라 계몽주의 정치 및 종교 

사상의 전파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한 단계 올려놓고 있다.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분리통합연구회 편(이옥연 외 8명)
사회평론(2014년 10월)

분단과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규범적 정향

이 강한 반면, 분리와 통합은 '우리'라는 외연의 축소와 확대를 의미하

는 가치중립적 개념이다. 이 편저에서는 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

아,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노르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일조선

인과 오키나와, 미국 등 사례를 통해 기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서 사

용한 '분단과 통일'에서 벗어나 '분리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상전환을 

제시한다.

경제추격론의 재창조
이근 저
오래(2014년 12월)

이 책은 그동안 나온, 세  차원의 추격연구 즉, 국가차원, 산업차원, 기

업 차원의 추격이라는 3권의 책을 통합하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세 가지 역설을 중심으로 한다. 세 가지 

추격의 역설이란, 첫째, 선발자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달라져야 한

다는 새 경로창출의 역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우회전략의 역설, 

외부에서 온 기회의 창은 성공적 비약의 창문이 될 수도 있고 추락의 

창문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국가, 산업, 기업의 

흥망성쇠 즉, 추격, 추월, 추락을 슘페터학파 경제학이라는 일관된 틀

에서 다룬 창조적 책이다

북한의 오늘
김근식, 김병연, 김병로, 김흥규 저, 윤영관(편저)
늘품플러스(2014년 9월)

『북한의 오늘』은 대북정책이 가지는 부족한 구체성, 약한 전술적 고려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외교를 심도 

깊게 파헤쳤다. 거시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지금의 북한은 어

디쯤에 와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추론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북한문제 그리고 통일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을 때에만 한

반도 평화번영의 구조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 신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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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추격, 추월, 추락
이근, 박태영 저
21세기북스 (2014년 11월)

이 책은 각 산업의 주도권 혹은 주도기업이 왜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

고 다른 나라로 계속 이전되는가를 ‘추격사이클’이라는 새 이론으로 설

명한다. 즉,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 경기순환 (불황)과 시장수요

의 변화, 정부 규제의 변화 등 몇 가지 ‘기회의 창’들이 후발자의 적절한 

전략과 선발자의 자만과 맞물릴 때 시장의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이론을 휴대폰, 게임, 휴대용 음악 재생기, 반도체, 자동차, 

철도, 제약 등 여러 산업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유럽의 발흥
양동휴 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2014년 9월)

유럽 발흥과 대분기에 관한 책들은 국내에서는 단편적인 내용만 소개되

어 있을 뿐, 대부분 해외저작물들의 번역서이다. 거시사

(MACROHISTORY)와 동서양 비교경제사는 비교적 최신 분야이고, 이런 

면에서 이 책은 국내에서 거의 최초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
이영훈 엮음(김병연, 이근, 이철희 외 7인 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년 12월)

이 책은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

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

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

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서이다.

나는 시민인가
송호근 저
문학동네(2015년 1월)

송호근 교수는 『나는 시민인가』를 통해 ‘시민’, ‘시민됨’의 가치를 되돌

아본다. 저자는 경쟁, 불신, 격차, 세습, 위험 등으로 격돌하는 한국사

회 곳곳을 집중 적으로 관찰하며 ‘공공성의 부재’라는 문제 핵심에 다

가선다.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인 대한민국이지만 사회와 정치

의 수준은 경제에 비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며 공익에 긴장하며 타인

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민윤리를 지닌 한국인으로 거듭나

야 한다고 말한다.

산둥에서 떠오르는 동아시아를 보다
정근식 공저
진인진(2014년 12월)

이 책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8권으

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산둥지역을 지리학적으로 개괄한 1편의 글과 

다양한 시각에서 정리한 산둥지역의 역사에 관한 5편의 글, 산둥지역의 

경제현황을 다룬 2편의 글, 한민족 출신 이민자의 가족사를 정리한 글 1

편, 산둥지방의 도시발전을 다룬 글 1편 및 황해를 중심으로 한 산둥반

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 1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분야

의 상세한 이론적인 배경과 함께 답사과정에서 채록된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내용들은 산둥지역을 중국에 접근하는 첫 관문으로 삼으려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말레이세계로 간 한국 기업들
오명석 엮음(강윤희, 전제성, 엄은희, 최서연 공저)
눌민(2014년 11월)

삼성(말레이시아), 미원, 삼익, 코린도(이상 인도네시아)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현지화 전략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기획으로 2년에 걸쳐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

속 가능한 경제협력 :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

아 사례 연구> 결과로 발간된 책이다. 이 책은 종교, 언어, 생활 방식, 관

습 등의 이해, 환경 보호, 노사 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지인과의 

조화, 현지에서의 자녀 교육 문제 등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 때

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중요한 키포인

트를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Present : 1년 동안 읽는 행복 다이어리 북
최인철 저
한스미디어(2014년 12월)

『Present : 1년동안 읽는 행복 다이어리 북』은 저자의 고민 속에서 만들

어진 새로운 스타일의 행복 책이다. 다이어리&북의 형태로 저자가 그

동안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뉴스레터와 신문에 발표하였던 글과 

새로 작성한 글을 월별, 주간별로 스케줄러와 함께 묶었다.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행복심리학자가 쓴 총 65편의 주옥같은 에세이와 칼럼이 

일상을 함께하는 ‘행복 다이어리 북’으로 탄생한 것이다.

임상심리학 
이훈진, 권정혜, 강연욱, 김은정 저
CENGAGE LEARNING(2014년 8월)

『임상심리학』은 임상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담고 있는 책으로

서 [PART 1 임상심리학의 기초], [PART 2 임상평가], [PART 3 임상적 

개입], [PART 4 임상심리학의 전문 영역 ]의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교정복지론
조흥식, 이형섭 저
학지사(2014년 8월)

이 책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새롭게 부각되면서도 흔히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거나 오해받기 쉬운 실천영역인 ‘교정복지’를 다루었다. 저

자들은 이 책에서 교정복지를 “형집행 단계인 교정이라는 특수한 실

천영역에서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원인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교정복지의 효과  적 실천

에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내용을 이 책에 포함하고자 노력하

였다.

아동척도집
이봉주, 김선숙, 조상은 저
나눔의집(2014년 8월)

『아동척도집』은 아동에 대한 설문조사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척도를 

선별하여 정리한 책이다. 아동의 발달을 중심에 놓고 그 발달에 영향

을 주는 환경으로 영역을 구분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와 학

교, 그리고 가족생활 영역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아동발달 영역에서는 학습 및 진로, 사회성 및 정서, 건강과 안전 및 

권리 영역으로 척도들을 분류했다. 발달단계별로 척도가 달라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구분된 척도들을 제시하였다. 

노숙 문제의 현실과 대응: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구인회, 정근식 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2014년 11월) 

『노숙 문제의 현실과 대응』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시각

과 문제의식으로 노숙 문제를 조명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사회학, 사

회복지학, 교육학, 보건학 등 전공분야의 관심사에 따라 노숙과 관련

된 법과 제도, 정책, 교육활동, 건강과 보건의료, 규모와 실태, 발생 원

인 등의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폭넓은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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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윤세영 (재)SBS문화재단 이사장

이해선 CJ오쇼핑 총괄부사장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 

1천만 원 이상 

김유탁 ㈜애드미션 대표이사

김해련 송원김영환장학재단 이사장

김창기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대표 

남경식 ㈜코웬 

박영해 서울대 인류학과 동문

변용식 LG상남언론재단

성기학 서울상대향상장학회 이사장

윤석헌 재단법인 정민 이사장 

정종수 신양머그 대표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민경환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익명 후원자 1명 

1백만 원 이상 

홍봉성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박은주 ㈜김영사 대표이사

김강유 ㈜김영사 대표이사

최석순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전봉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동문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신혜란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최정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향진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조미현 ㈜현암사 대표이사

홍성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직원 

1백만 원 미만

김매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란 강서교육지원청 장학사 

김판균 서울대 인류학과 동문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오철수 서울경제신문

강인철 한신대학교 교수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박기용 농협중앙회 팀장

안계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익명후원자 1명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2014. 8. 1 ~ 2015. 2. 20 (약정금액 기준)

여러분이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www.snu.or.kr)’에서 사회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출연에 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Tel : 02-880-4068 (사회과학대학 기획실)       · E-mail : social@snu.ac.kr

발전기금 기부 안내 

·개인 출연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법인 출연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상속재산 출연 :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 예우

감사장

◦

◦

◦

◦

(유료)

1년

◦

SNU

Sponsor

1백만 원 이상

기념품 및
간행물

기부인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 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

◦ 프리미엄 검진

◦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10년

◦

◦

◦

◦

◦

◦

◦

◦

◦

◦

◦ (기한)

◦ 

◦

◦

◦

◦

◦

◦ (기한)

◦ (기한)

◦ (기한)

◦

◦

◦

◦

◦

◦

◦

(유료)

◦

◦

◦

◦

◦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Club

50억 원 이상

Gold

Honor Club

10억 원 이상

SNU

Honor Club

1억 원 이상

SNU

Sponsor

1천만 원 이상

감사패

기념품

대학간행물 우송

서울대 달력 증정

전시회·공연 초청

기부인 명패(대학본부)

기금 명칭 부여

교내 주요 행사 초청

근조기 배치

포스코스포츠센터 무료 이용

미술관, 박물관 무료 관람

중앙도서관 이용

호암교수회관 할인

무료주차태그 발급(관악)

SNUi 1년 무료 수강

평생교육원 수강 할인

진료 예약

의전  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주선



절

취

선



절

취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