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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우수 졸업자 명단

·최우수 졸업 : 박소영 (지리학과) 

·최우등 졸업 : 이수경, 표슬비, 김정환, 김덕현, 김민선, 박지윤, 김기민, 김덕환, 김채린, 차길호, 이우진, 문예원, 박소정, 김수지, 이종준, 조혜연(이상 정치외교학부),
곽은지, 황수연, 박윤희, 최준학, 하지은, 함주혜, 이정연, 신진경, 이채형, 지용환, 권순영, 김혜인, 최도현, 김영준, 이준영, 정해빈, 김진영, 임원룡, 임지영, 김태석,
송윤화, 함재항, 김완재, 김한나, 임예지, 김창준, 박보라, 이현성, 정운형, 김봉성, 김수현, 김태현, 양유림, 이준구, 박경수, 이제석, 홍진의, 윤아롬, 정혜민, 공한이,
김다애, 문지희, 박성원, 백성준, 이병윤, 이창현, 정민경, 하치승(이상 경제학부), 이철희, 장현진, 변예은, 신유진, 김은지(이상 사회학과), 이진영, 이민, 이장현, 허윤지
(이상 인류학과), 이지수, 김광현(이상 심리학과), 배진수(지리학과), 탁장한, 정은경, 하목련, 임상미(이상 사회복지학과), 이재랑(언론정보학과) - 총 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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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26일 오후 2시 종합체육관에서 제68회 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591명, 석사

1,917명, 박사624명 등 총 5,132명이 학위를 받았다. 오연천 총장

은 학위수여식사에서“공동선에 기여하는 국가관과 인간정신을

두루 갖추고, 다양성과 유연함을 중시하면서 창조적 사고를 통한

근원적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며, 세계 교양시민으로서의 자

질과역량을갖춘미래인재로나아갈것”을당부했다. 

임광수 총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특별 연사로 초청된 이홍구

명예교수(전 국무총리)는 졸업생에게“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에 대

한믿음을결코잃어서는안된다”며“실천에앞서무엇을하는것

이 옳고 적절한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에 강조점을 두기를 기대한

다”고당부의말을전했다. 

이 날 학위수여식 행사에 앞서 사회과학대학 각 학과(부)는 오

전에 16동 사회과학관에서 졸업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회과학대

학은 학사 300명, 석사 71명, 박사 15명 등 총 38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수석졸업자 박소영(지리학과) 씨를 비롯해 81명의

최우등졸업자와130명의우등졸업자가수상하였다. 

제68회전기학위수여식

사회과학대학환경개선

▲ 16동 후면 현관 및 통행로 확장 ▲ 교수회의실 리모델링 ▲ 소회의실 리모델링



사회과학대학교수학사협의회

사회과학대학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경주에

서 학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주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행사를 가졌

다. 25일 저녁에 열린 세미나에는 6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했으며 양

승목 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장단의 지난 학기 업무보고 발표

가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사회대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튿날인 26일에는 교수 동반 가족들과 함께 경주 양동

민속마을및남산문화유적을답사하며뜻깊은시간을가졌다.  

사회과학대학조교학사업무협의회

사회과학대학조교19명은2014년1월20일부터21일까지제주도로학

사업무협의회를 다녀왔다. 첫째 날은 개별 학(부)과 간 협력이 필요한

전공·대학원·교양강좌편성및강의실배정문제, 제2전공관련업무

효율성제고방안등을논의했다. 둘째날은친목도모를위해서제주도

의자연경관인대포주상절리, 천지연폭포등을답사하였다. 이를통해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토론하며 개별 학(부)과가 가지고

있는차이점을보다깊게이해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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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학원생우수논문상시상식
2013년 11월 12일 국제회의실에서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박사 9명, 석사 2명 총 11명이 수상하였

으며, 시상식은 수상자와 양승목 학장, 박순영 부학장 외 논문지도교

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은 우리대학의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연구의 고취를 위해 제

정된상으로2013년도수상자는아래와같다.  

·석사 :이에스더(경제), 박정흠(경제)

·박사 :이용마(정치), 김성진(외교), 김인수(사회), 오은정(인류), 

임선영(심리), 허동숙(지리), 김정호(사회복지), 

박지영(언론정보), 이선형(협동과정여성학) 

2014년 2월 26일 국제회의실에서‘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 우수논문상’시상식이개최되었다. 제68회전기학

위수여식과 같은 날 개최된 본 시상식에는 당일 졸업을 맞는 학생을

비롯해 총 9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양승목 학장, 임경

훈 교무부학장 외 학생들의 논문지도 교수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

을 함께 나눴다.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 우수논

문상’은 다양한 학문의 기반이 되는 사회과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사회과학을 전공 혹은 부전공하는 학부생들이 응모한

논문중에서심사단의엄중한심사를거쳐수상자를선발한다. 

·최우수상 : 김진용(경제), 김은지(사회), 강재성(인류), 정은경(사회복지)

·우 수 상 : 김동욱(정치), 최재림(외교), 고진호(심리), 박의성(지리), 

김관호(언론정보)

‘학부생을위한사회과학Research Grant 우수논문상’시상식

주요소식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제9회 경암학술상’수상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제9회 경암

학술상(인문사회)’을 수상하였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부산 향토기

업인 태양그룹 송금조 회장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만든 순수 공익

재단으로, 인문·사회 분야, 자연과학 분야, 생명과학 분야, 공학 분

야등4개의전공분야에서사회에기여한학자와예술가들의업적을

평가하고 기리고자 2004년부터 '경암학술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

다. 올해는 분야별 5~7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

격한 절차를 거쳐 57명의 추천자를 심사한 결과, 인문·사회 분야에

서이영훈교수가수상의영예를안았다.

경제학부 김선구 교수‘제32회 다산 경제학상’, 
경제학부 이지홍 교수‘제2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수상

경제학부 김선구, 이지홍 교수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올

해의 '다산경제학상'과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심

사위원회는 김 교수가 최근 미시경제학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는 '정보경제학' 분야 중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

덕적 해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설계하

고,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연구역량을 기울여온

것을높이평가했다.

또한 2012년에 신설돼 올해 두 번째로 수여되는‘제2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수상자로 이지홍 교수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이

교수가 비대칭적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간의 반복적 협상에서

제 3자 개입 가능성이 존재할 때 그것이 협상태도 및 이익분배에 미

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손익의 유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

고, 그 결과 산출된 논문들이『Econometrica』등 주요 저널을 통해

발표됐거나발표를앞두고있다는점을높이평가했다.

경제학부 이지홍 교수 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경제학부 이지홍 교수의 논문“Gambling Reputation: Repeated

Bargaining with Outside Options(Qingmin Liu 공저)”가 2013년

7월에 경제학계에서 최고의 학술지로 손꼽히는『Econometrica』에

게재되었다. 

경제학부주병기교수‘2013년도글로벌창의·융합연구자’로선정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는‘2013년도 글로벌

창의·융합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부터 서울

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나

타낸 교수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부 주병기 교수를 포함하여 8명의 창의·융합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글로벌 창의·융합 연구자 지원사업은 우수한 연구성과 및 연구업적

을 통하여 높은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연구자를 발굴하여‘글로

벌 창의·융합 연구자’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학문 분야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이끌어갈세계적인석학을배출하기위하여마련되었다.

사회학과 김경동 명예교수 '2013년 탄소문화상' 대상 수상

사회학과 김경동 명예교수가 2013년 12월 4일 대한화학회 탄소문화

원이 시상하는 '2013년 탄소문화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경동 명

예교수는 사회학을 통해 과학적 합리성의 보편적 적용과 과학기술의

국민 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은 대한화학회의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초 설립됐으며, 현대 과학기술의 가치와 성과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문화·예술의 융합에 현저히 기여한 사회

각종분야의인사를선정하여'탄소문화상'을시상하고있다. 

사회학과한신갑교수논문《사이언티픽아메리칸》에소개

사회학과 한신갑 교수가『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2009년 6월호에 실은 논문“The Other Ride of Paul

Revere: The Brokerage Role in the Making of the American

Revolution”이《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2013년

11월호에소규모데이터를활용하여Paul Revere를미국혁명이전의

조직들을 연결시킨 고유한 인물로 밝혀낸 우수한 연구로 소개되었다.

《사이언티픽아메리칸》은1845년부터매월발행된대중과학잡지로최

신의 과학적 발견을 넓은 범위의 대중들, 그리고 여타 분야에 종사하

는과학자들에게알리는일종의포럼의역할을하는잡지로유명하다.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 평의원회 의장 겸보

2013년 11월부터 서울대 평의원회 부의장을 맡아온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가 2013년 12월 26일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2006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한 정 교수는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정근식 교수는“앞으로

총장 선출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평의원회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사회학과정진성교수‘2013년대한민국인권상’근정훈장수상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2013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식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인권특

별 보고관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 인권 증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

로를인정받아'2013년대한민국인권상' 근정훈장을수상했다. 

인류학과 한상복 명예교수‘제27회 인촌상’수상

인류학과 한상복 명예교수가 2013년 10월 11일 제27회 인촌상 인문

사회문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촌상 운영위원회는 한 교수가

50여 년간 연구에 매진해 인류학 발전의 토대를 쌓는데 크게 이바지

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한상복 명예교수는 상금 1억 원 전액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으며 이는 <내산 인류학 장학기금>으로 운영

될예정이다.

인류학과 왕한석 교수‘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수상

한국 언어문화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연구해온 인류학과 왕한석

교수가 2013학년도‘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왕한석

교수는 한국의 존댓말 및 친척용어를 비롯해, 근래에는 한국의‘언어

민속지’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년간 출간

해온<한국의언어민속지> 시리즈는장기간의현지조사를통해이루

어낸 성과로서 한국 언어문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

구서라고할수있다. 

경제학부
·홍재화교수신규임용(2014년3월)

·이근교수경제연구소장겸보(2013년10월)

사회학과
·정근식교수평의원회의장겸보(2013년12월)

·정일균교수사회학과장겸보(2014년1월)

인류학과
·권숙인교수인류학과장겸보(2014년3월) 

심리학과
·박주용교수심리학과장겸보(2014년3월)

사회복지학과
·박정민교수신규임용(2014년2월)

·구인회교수사회과학연구원장겸보(2014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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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치외교학부 가을운동회 개최

2013년11월8일서울대학교관악사실내체육관에서제2회정치외교학

부가을운동회가열렸다. 이날행사에는윤영관정치외교학부장을비롯

한7명의정치외교학부교수와80여명의학부생및대학원생이참여했

다. OX게임, 왕피구, 색판뒤집기 등다양한종목의게임이진행됐으며

이를통해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진모두친목을다지는기회가됐다.

정치학전공 신년하례식

2014년 1월 3일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서는 신년하례식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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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가졌다.

제33대 모의국회 <Un론: 논의되지 않은 이야기>

2013년 11월 11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Un론: 논의되지 않은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에 대한 모의국회를 개

최했다. 특히 이번 모의국회는 기존의 양당제 구도 속에서 토론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극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기존의 국회 본회의, 상

임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의 형식에서 올해는 1·2부로 나누어 1부

에는 언론사를 배경으로 언론과 정치의 유착관계를, 2부에서는 언론

사의 문제를 토론회로 나타내는 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이날 행사에

서는 50여명의 학부생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준비했고, 학과 교수 및

동문등100여명의청중이참석하여자리를빛냈다.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소식

사회대 학생회 활동 보고 및 각오

- 학생회장전효빈 (정치외교학부 11학번)

 2013년12월2일, 정치와일상의경계를넘는토론과논쟁의공간

으로 사회대 학생회를 다시 세우자는 목표로 <너와 내가 마주쳐, 사

회대의 심장이 Bounce!> 선본이 출마하였고, 95%의 득표율로 당선

이 되었습니다. 사회대 학생회는 당선 이후 두 달 동안 2014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을 꾸려 60여 명의 기획단원들과 함께 14학번 새내기

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로 서

는 새맞이, 사회문제에 너른 관심을 갖는 새맞이, 양성의 평등을 고

민하는 새맞이, 장애/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거부하는

새맞이, 학생자치로 권리를 실현해나가는 새맞이“라는 5대 기조를

중심으로 사회대 수시생 환영회, 각 과/반 신입생 OT 및 2월 21-23

일에는사회대새터가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우

리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한 학우들의 제언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시

설개선에만갇히지않는너른복지와교육권을고민하고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학생자치 붕붕스탑!>이라는 이름으로 간부수련

회를 개최하여 각 과/반의 운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과/반

과함께뛰는단과대학생회를위한노력을했으며, 철도민영화에반

대하는 파업이 있을 때는 보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사회에 대한 목

소리를 내고, 함께 실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회실 안쪽

세미나실 정비, 책나눔, 수시/정시 면접 응원, 물품 대여, 도서관 사

석화 방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적

인 만남과 진지한 소통의 기회들을 통해 우리의 사회와 삶을 함께 구

성하는학생회가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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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홍재화 교수

경제학부는2014학년도1학기부터홍재화교수를부교

수로임용한다. 홍재화교수는2006년펜실베니아대학

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

위를 취득한 후, 로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해 왔다. 주

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으로 부임 첫 학기인 2014년 봄학기에‘거

시경제학특수연구(부제: 비동질적 거시경제모형의 수량적 분석)’를

강의할 계획이다.

<주요 약력>

· University of Rochester, 부교수

· University of Rochester, 조교수

·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

사회복지학과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사회복지학과의 박정민 교수를 사회복지학과 차세대우

수학자로신규임용한다. 박정민교수는사회복지서비

스 및 임상 분야의 전문가로, 사회서비스, 특히 의료건

강, 아동·가족연구분야에서양적·질적측면에서가장탁월한연구

성과를내고있다는평가를받으며, 미국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맥

아더재단등으로부터Grant Awards를수상했다. 

<주요 약력>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부교수
· Northwestern University, 겸임교수
·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겸임교수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조교수
·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교수
· University of Pennsylvania 사회복지학 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신임교수소개



2013년‘만청논문상’시상

2013년 8월 28일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에서 주관하는 만청논문

상수상자로학부생고용준(외교08), 김기민(외교09), 안홍은(정외10)

의 논문이 선정됐다.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하영선재단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청논문상은 전공필수과목 중 하나인‘국제정치연

습’에서 제출된 학부졸업논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3명의학생을선발해매년상장과소정의상금을수여한다.

정치외교학부 및 미국학연구소 공동주최 초청 간담회

지난 9월 13일 서울대학교 16동 국제회의실에서 문나영 국제기구 초

급 전문가(JPO, 대학원11)를 초청하여“국제기구 멘토링: UN

DPKO(유엔 평화유지활동국)의 경험으로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간

담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대학원, 학부생 20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기구 진출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을가졌다.

국제문제연구소‘동북아시아공동체구상 국제학술회의’개최

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11월 8일, 9일 양일간 제4회‘동북아시아공

동체구상 국제학술회의’를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에서 개최했다. 본

회의는“러시아 자바이칼 극동개발과 동아시아 협력패러다임 모색”

을 주제로 개최했으며,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과 윤강현 외교부 국

제경제국 국장이 각각 환영연사와 축하연사로 참석했고, 하용출 교

수를 비롯한 국내 학자들과 다수의 외국학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

냈다.

제6차‘정치·외교포럼’개최

2013년 11월 19일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제6차‘정치·외교

포럼’이 열렸다. 제6차 정치·외교포럼의 주제는“전쟁과 사회: 마이

클 하워드의 전쟁사 연구와 평화의 발명”으로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의 안두환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에는 교수진과 대

학원생, 학부생 등 다수의 청중이 참석해 전쟁과 국제질서에 관한 문

제를다면적시각에서고찰해보는기회를가졌다.

제26대 모의유엔총회 <World War $: 환율전쟁>

2013년 11월 19일 문화관 대강당에서 제26대 모의유엔이 개최됐다.

<경제사회이사회: World War $-환율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국가 간

의경제적패권다툼과환율문제에대해고민해보는시간을가졌다.

정치외교학부 2학년 학부생들이 기획을 담당하고 사회대 1학년 학부

생들이 연극을 담당해 학술적인 내용을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전달

하고자 했다. 이번 모의유엔을 통해 미국의 양적 완화와 출구 전략,

위안화 절상문제, 아베노믹스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주요경제이슈전반을폭넓게짚어보는시간이됐다.

‘외교인의 밤’개최

2013년 11월 29일 서울대학교 16-1동 로비에서 정치외교학부 외교

학전공 자치회 주관으로 제1회 외교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

사에는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의 6명의 교수와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팀별 활동, 소통과 공감, 앙케이트 결과 발표 등의 다양한

순서가진행되었으며교수, 학생간활발히소통하는시간이됐다.

국제문제연구소 통일 세미나 개최

국제문제연구소는 2013년 12월 4일, 7일, 16일“민족공동체 계승·

발전을 위한 통일가능성 연구”를 주제로 총 3번의 세미나를 개최하

여 통일을 위한 현 시대의 정치적 프레임을 모색했다. 각 행사는 학

계·연구소, 대학(원)생, 시민그룹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김시운통일부과장과권오성사무관이참석하여자리를빛냈다.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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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1st SJE International Symposiu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로‘제21회 SJE(Seoul Journal of

Economics) International Symposium’이 2013년 9월 3일 아시아

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인도 경제성장의 분

석과 전망: 한국-인도 경제협력에의 시사’를 주제로 총 세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에서는“Engines of Growth in India &

Korea”, “Korean Firms and FDI in Indian Market”, “Engines of

Growth in India & Korea”등을 소주제로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본교경제학부및인도펀자브大(Punjabi University)의교수들

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

학자이자 부총재인 카우쉭 바수(Kaushik Basu) 박사가“Social

Found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sia’s Growth

Experience”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다루고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을 다루어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져 높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 여덟 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인도, 일본의 여

러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가 다루어져 연구자들

이 폭넓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

서의미있는시간이었다.

2013 한국비교경제학회-한국사회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서울대 경제학부(BK21 플러스),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추격연구소

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비

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13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사회

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가“발전, 체제, 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과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2013년 11월 22일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전체 세션과 학회별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오전에진행된전체세션에서는“새로운연구동향”이

라는 소주제로 경제발전론, 비교경제체체론, 정치경제학 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 진행된 학회별 세션에서는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별로 다양

한주제의발표및토론이진행되었다.

2013 기술경영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사)기술경영학회가 주최하는

‘2013 기술경영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가“동아시아 R&D 네트워크

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2013년 11월 1일 본교 아시아연

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오전에는 지식재산(IP)과 혁

신전략, 산업 R&D, 기술혁신, 기업전략, 수준 평가 및 분석, IT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국내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후에는 기술거래 및 전략개발, 제도 및 기술활

성화, ICT 및 산업경제, 혁신 및 성과분석, 창조경제 및 과학기술 등

에 관한 논문 발표가 이어졌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지식재산권과

크라우딩펀드 사이언스,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한 세 개

의특별세션이구성되어전문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Korea-Denmark Joint Workshop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서강대학교 SSK팀, 덴마크 아알보그大

(Aalborg University)가 공동 주최한‘Korea-Denmark Joint

Workshop’이‘한국과 덴마크에서의 산업 동학과 혁신(Industrial

Dynamics and Innovation in Denmark and Korea)’을주제로지

난 10월 23일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 워크샵은 본

교 경제학부와 덴마크 아알보그大 경영학과(Department of

Business and Managemen)의 교수 및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한국과 덴마크의 경제성장과 혁신에

대한폭넓은논의의장을마련하였다.

서울대 SSK 분배적정의와사회통합연구단, 인문사회분야
우수연구소로선정

서울대학교 SSK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연구단(소장: 경제학부 주

병기 교수)이 2013년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우수연구집단으로 선정

되었다. 이 연구단은 사회 통합이 장기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배제는 국가경쟁력을 잠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사회의 건설,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주요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설

립한‘분배정의연구센터’는분배적정의와사회통합이라는주제하에

세계적 연구중심이 되도록 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추

적인사회과학연구기관으로서발전시킨다는비전을가지고있다.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최연구 교수 초빙

경제학부는 2014년 3월부터 최연구 교수를 초빙한

다. 최연구 교수는 1991년 미국 스탠포드大

(Stanford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미국 위스콘신大(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조교수로 부임하여 정교수까지 올

랐고, 2005년 이후 미국 컬럼비아大(Columbia

University)에서 정교수 및‘Kevin J. Lancaster

Professor of Economic Theory’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

는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및매칭(Matching) 이론으로

초빙 첫 학기인 2014년 1학기에는 대학원에서‘고급경제이론연구(부

제: 마켓디자인)’과목을강의할계획이다.

경제학부SNUPI팀, ‘2013 한국은행통화정책경시대회’금상수상

경제학부 SNUPI팀이‘201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1위

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 4명의 학생은 모두 사회대 경제학부 동아리

SFERS(SNU Financial and Economic Research Seminar) 소속

으로 매년 동아리 구성원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통화정책 경시대

회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

회'에는 전국 69개 대학교, 91개 팀이 참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예선을 치

러 모두 10개 대학교,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8월 27일 개최된

전국결선대회에서서울대SNUPI팀이금상을수상하였다.

경제학부소식경제학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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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주간 행사

2013년 11월 7일, 8일 양일간 사회과학대학 곳곳에서 사회학 주간행

사가 열렸다. 첫째 날은 학부생들의 논문 발표회가 열렸으며 조선경

(학부 11) 학생이“동질적 집단과 이질적 개인의 관계 맺음 방식에 관

한 연구”로 논문발표회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은수미

의원이‘선배와의대화’에초청연사로학과를방문해학생들과진솔

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학생들은 학생주임인 박경숙 교수와도 대

화의시간을가짐으로써학과에대한깊은애정과관심을확인했다. 

후기사회학대회 서울대에서 개최

2013년12월20일, 21일양일간서울대사회과학대학에서“한국사회

의 변화와 사회학의 대응”을 주제로 한국사회학회(회장 정진성 서울

대사회학과교수)가주최한후기사회학대회가열렸다. 계급, 노동등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먹거리 등 다양한 사회학 분과

를아울러총150여편의논문이발표되어광범위하고도심층적인토

론을벌였으며, 특별히일본, 러시아, 중국, 대만등여러나라의학자

들이발표와토론을위해참석하였다. 

제3차 북경대-서울대 공동 심포지움

2013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3차 북경대-서울대 공동 심포지

움이 북경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For A Search for Another

Modernization: Urbanization, Environment and Conflict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는 정근식 학과장을 비롯하여 박명규,

서이종, 박경숙, 배은경, 이철승 교수 및 6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하였

다. 지난 1·2차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 연구결과물을 출간한 바 있는 북경대·서울대 사회

학과는 학과 간 공식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보다 개인·집단적인 차

원에서 각자의 연구관심을 공유하여 향후 보다 심화되고 발전적인

관계로거듭날계기를마련했다.

SBS 제11차 미래한국리포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SBS가 지난 1년간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SBS 제11차 미래한국리포트가 11월 13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

넌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장

덕진 교수와 이재열 교수가 발표연사로 참석했다. 이재열 교수는 "거

버넌스가 국가 운명을 갈랐다"라는 제목으로, 장덕진 교수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외에도 방하

남 노동부 장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와 발표는 당일 오전 8시

부터생방송으로중계됐다. 

2014년 사회학과 신년하례식 개최

2014년 1월 3일 호암교수회관에서 2014년 사회학과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매년 새해를 맞아 개최되는 신년하례식은 사회학과 명

예교수와 재직 교수진, 대학원·학부 재학생 그리고 여러 동문이 모

여자리를빛냈다. 특히올해가갑오년청마의해인만큼, 120년전위

기와 기회가 혼재했던 시기를 다시금 상기하고 현재의 위태로운 정

세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에 사회학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

가되었다. 

사회학과 학부·대학원생 수상 소식

인제청년상 2013년 제3회 공모에서 사회학과 김학준(석사 12)이‘차

가운 열광: 일베의 감정동학’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사

회과학자료원 주최‘KOSSDA 학위논문상’제2회 공모전에서 김이

선(석사 졸업)의 석사논문‘사회적 지원 연결망에 따른 한국인 연령

구간의 재구성’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상직(박사과정)은 한

국연구재단 주최‘2013년 명저번역지원사업 번역도서 독후감대회’

에서‘언제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가: 상이한 집

단규모, 상이한집합행동의논리’로우수상을받았다. 

사회학과소식

인류학과 대만 해외답사

2013년 인류학과 해외답사가 인류학과 전경수 교수의 인솔 하에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5박 6일간 대만에서 진행되었

다. 올해 7회를 맞는 인류학과 해외답사는 학생들의 타문화이해를

증진시키고 인류학의 주요 방법론인 타문화 현지조사 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 답사

일정은 고궁박물원, 용산사, 충렬사 등 타이베이의 주요 명소, 우서

모나루다오 항일투쟁 역사유적지, 대만 고산족의 생활문화가 전시되

어 있는 구족문화촌을 답사하는 일정과 학생들의 조별 연구 일정으

로 구성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박물관, 종교, 식문화, 식민지 경험 등

네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하여 대만의 문화에 대한 현지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2013년 해외답사의 결과물은 <彩: 우리들의 다채로운 대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인류학과 대학원 워크샵

인류학과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대학원 워크샵을 진행했

다. 가평군 대성리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40여명의 대학원생

이 참여하여 학문적 토론과 함께 대학원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

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몸, 질환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

의 세미나가 개최되어 의료인류학의 주요 분야들에 대한 발표 및 심

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인류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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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과학연구소 명사초청 강연

 심리과학연구소는 심리학과, 언어학과, 인지과학협동과정과 함

께, 명사초청 강연 시리즈의 일환으로,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심리학과의 Stellan Ohlsson 교수를 모시고“Deep

Learning”이라는 주제로 2013년 10월 7일부터 나흘간 아시아연구

소에서콜로키움을진행하였다. 각날짜별행사주제는다음과같다.
● Title Talk 1 (10월 7일) : Deep Learning: Concept and Overview

● Title Talk 2 (10월 8일) : Creative Insight

● Title Talk 3 (10월 10일) : Multiple Modes of Change in Skill Acquisition

● Title Talk 4 (10월 11일) : Belief Revision and Conceptual Change

이 외에도 본 연구소에서는 한 학기동안 2회의 콜로키움과 3회의 집

담회를 실시하였는데, 학제 간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깊어지면서 심

리학과의 교수, 대학원생은 물론 학부생들의 참여가 많았고, 질의응

답을 통해 인접분야에 대한 활용 및 연구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

볼수있는시간을가졌다.

심리과학연구소‘청소년을 위한 심리학교실 겨울학기’개최

2014년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심리과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심

리학회가 후원한‘청소년을 위한 심리학교실 겨울학기’가 고등학생

389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삶의 문제’와

‘앎의 문제’라는 두 주제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민희 교수와 심

리학과 박형생 박사의 심리학개론 수업이 있었으며‘아이 트래킹

(Eye-tracking)’실험 등을 진행해 학생들의 심리학에 대한 흥미를

더하였다. 심리학 교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심리학과 김정오 명예

교수가“청소년을 위한 고급심리학 지식”이라는 주제로 청소년기 스

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지혜로운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특강을 해주

었고, 이어서 이병주 선임연구원의 전공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

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심리학과 학생부들이 도우미로 나서 학

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더욱 뜻

깊은시간이되었다.

심리학과소식

지리학과 추계 정기학술답사 - 일본 북큐슈 지역

 2013년 추계 정기학술답사의 일환으로 지리학과 이정만·손정

열·에도교수와 학부생 35명, 대학원생9명은 9월 25일부터 9월 28

일까지3박4일간일본북큐슈지역을답사하였다.

첫째날과둘째날은“산업화와지속가능한개발”을주제로무라사

키강 수변조성사업, 모지항 레트로, 에코타운센터, 아사히 맥주 공

장, 넥서스월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큐슈의 산업을 대표하는 아사

히 맥주 공장과 도시재생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무라사키강 수변조

성사업, 모지항 레트로, 넥서스월드를 같이 둘러보면서 성장과 쇠퇴

를 반복하는 지역의 생애주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에코타운센터에서 생애주기

를벗어날수있는새로운방법을모색하였다.   

셋째 날은“전쟁의 흔적”을 주제로 나고야성터, 현립 나고야성 박

물관, 아리타 도자기 마을, 원폭 자료관, 평화공원을 방문하였다. 임

진왜란과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을 뒤쫓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과거의큰장벽을몸소경험하였다.    

마지막 날에는“문화교류의 관문”을 주제로 요시노가리 역사 공원,

왕인신사, 큐슈국립박물관을 살펴보았다. 북큐슈 지역은 일본에서 한

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교류의 관문으로 기

능하였다. 이번 일본 답사는 한쪽에 치우친 단편적인 지역 엿보기를

넘어 경제와 역사를 모두 아우르는 일정을 통해서 북큐슈 지역이 가

지고있는총체적인지역성을탐색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BK21 플러스 사업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선정

지리학과 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 사업단(단장 유근배 교수)이

2013년 8월 16일에 BK21 플러스 사업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사

업단으로 선정되었다. 4-Zero 지향 국토공간은 위험제로(Risk

Zero), 탄소제로(Zero-Carbon), 디지털격차제로(Digital Divide

Zero), 창조공간장벽 제로(Creative-Space Barrier Zero)의 국토공

간을 뜻하며, 이런 국토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리학과 사업단은

「인문공간-자연공간-전자공간」의 통합·통섭적 접근과 사고에 기

초한 지식의 창출과 인재의 양성을 교육비전으로 한다. 지리학과 대

학원생들과 박사후 과정생들은 BK21 플러스 사업의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연구

에만몰두할수있게되었다.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학교 오텐스 교수 방문

2013년 10월 29일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학 오텐스(Henk F.L.

Ottens) 교수가한국관련최신정보구득에대해서논의하기위해서

지리학과를 방문했다. 네덜란드 중등교과서의 주요 집필자인 오텐스

교수는 현재 네덜란드 중등교과서에 있는 한국 관련 정보가 너무 부

족하고 오래되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했고, 이에 네덜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이 서

울대학교 지리학과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리학과 교수들과 대학원

생들은 오텐스 교수의“Geography and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in Europe and the Netherlands”발표를 듣고 한국

과네덜란드의지리교육정보교류에대해서토의하였다.   

지리학과 - 대만대학교 지리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와 대만대학교 지리학과가 2013년 12월 3일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교육, 연구, 학자와 학생 교

환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해서 대만대학교 지리학과의 진유(Jinn-Yuh Hsu) 학과장 외 교

수5명과학생12명이한국을방문하였다. 이들은학술교류협정이외

에도 12월 3일에 아시아연구센터에서‘The Geographical Issues

of Transformation in East Asia’라는 주제로 공동 콜로키움을 가

졌고, 12월 2일, 4일, 5일 연달아서‘구로 대림 산업재구조화와 도시

변화’, ‘문화지구-서촌과 북촌’, ‘축구와 지역사회 발전-잠실, 상암

축구경기장’답사를진행하였다. 

지리학과소식



언론정보문화 특강

언론정보학과는 매년 언론정보, 정보문화와 관련된 현업과 연구 영

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영역의 핵심인력을 초청하여‘언론정

보문화 특강’을 개최한다. 2013년 2학기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총 6차례 특강을 개최했다. 2013년 9월 24일

에 열린 제23회 특강에서는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가 모바일 서비스,

소프트웨어, 게임 등의 ICT 스타트업의 기본 속성 및 특징을 들려줬

으며, 2013년 10월 8일에는‘해커 출신 교수 1호’로 불리는 김휘강

교수가“색다른보안이슈: 온라인게임과지하경제”를주제로학생들

에게‘해커’와‘기업 보안담당자’및‘정보보호학과 교수’로 재임하

면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2013년 10월 22일 제25회 특강에는

1987년 MBC에 입사해 '퀴즈 아카데미'와 '장학퀴즈','정보뱅크' 등 교

양, 오락 프로그램과 각종 스포츠 중계 및 라디오프로를 진행한 강재

형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의 역할 및 방송계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2013년11월5일에는“모바일시대, 네이버의혁신과미래”를주제로

한 한종호 NHN이사의 특강이, 11월 19일에는 한국도로공사 남궁성

교통연구실장의“진정으로 막힘없이 사는 법”이란 특강이 열렸다.

2013년 12월에 열린 마지막 특강은 장혁재 SBS PD가“한국 버라이

어티 예능프로그램의 어제 그리고 오늘”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

을해주었다.   

언론정보학과 신년하례식

2014년 언론정보학과 신년하례식이 1월 6일 오전 11시에 호암교수회

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신년하례식에서는 언론정보학과 교수 및

동문회, 신입생, 졸업생, 학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을 축하

하였다. 특히 이번 신년하례식에서는곧 완공될 IBK커뮤니테이션 센

터의효율적활용에대해논의하며의미있는시간을가졌다.

언론정보학포럼

언론정보연구소는 국내외 커뮤니케이션학계의 신진학자들 및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학계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는‘언론정보학포럼’

을 매달 개최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총 4회의 언론정보학 포

럼이 진행되었다. 제91회 포럼에서는 통계학과 장원철 교수의“빅데

이터분석의최근동향”을주제로한포럼이, 92회포럼에서는경제학

부 류근관 교수가“선거개표 방식의 개선방법”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93회 포럼에서는“BBC와 공론장”이라는 주제로 전북대 정

용준 , 부산대 조항제, 중앙대 정준희 교수를 초청해 영국의 BBC모

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함의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마지막 포럼은 경험연구의 전문가인 충남대 언론정

보학과 조성겸 교수를 초청해“융합연구시대의 경험적 연구방법”을

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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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사업팀으로 선정

사회복지학과가 2013년 BK21플러스 사업팀으로 선정되었다. 사업

팀은“융합사회서비스 모형 글로벌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교육

비전과“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사회서비스 분야 연구성과의 산실”이

라는 연구비전을 바탕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창의적 융합사회서비

스모형”을개발하고평가하고자한다.  

사회복지연구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3년 10월 11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한·중·일 사회복지

교육체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

최하였다. 동아시아 3국의 사회복지 교육목표, 교과구성, 실습체계,

전문자격체계 등 학부 및 대학원 교육체계의 세부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등에대한논의가이어졌다.

제8회 사회복지실습평가회 및 수퍼바이저 워크샵 개최

2013년 10월 18일 제 8회‘사회복지실습평가회 및 수퍼바이저 워크

샵’이 개최되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실습생들의 수퍼바이저들

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겨울 및 여름실습 현황을 보고하고, 우수

보고서 발표와 우수실습생 시상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신대학

교홍선미교수의사례관리특강도진행되었다.

제3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중국 인민대 사회보장학과
국제학술교류 개최

2013년 12월 6

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와 인민

대학교 사회보장

학과 간의 제3회

학술교류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번 세미나에서는 아동, 장애인, 노인 분야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한·중 사회복지 현안을 나누고, 중국의 사회복지기관방문을 방문하

는등소중한시간을가졌다.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수상 소식

2013년 10월 14일 사회복지학과의 허 담 학생이‘관악봉사상’을 수

상하였다.

사회복지학과소식

▲ 강재영 MBC 아나운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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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부에 부임한 지 한 학기가 지났는

데, 아직 제가 뵙지 못한 사회대 교수님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우선 이 지면을 빌어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0년 본교 외

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거친 후, 94년 시카고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2002년 플라톤 정치사상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3년에 귀국하여, 다른 평범한 박사들처럼“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강사생활을시작했습니다. 운좋게도2년후중앙대정치외교학

과에 자리를 잡았고, 그 곳에서 8년여를 가르치다가 이제 모교에서

후배들을가르치는영광을얻게됐습니다.  

그 간 제 공부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 감사하게도 제 능력이나 의도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 외교학과 대학

원 시절에는, 대부분의 영민하고 의식있는 학생들이 한반도 정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급박하게 돌아

가는 세계정세에 초점맞추기를‘거부’하고,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

과 합리화 과정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당시의 외교학과

의 분위기에서 사상 관련 논문을 쓰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지

만, 제 나름대로는 정당화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막연한

생각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생성한 근대국가체

제를 이해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성의 사상적 토대를 이해해

야 한다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따져보면, 이런 생각은 사실

엄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대국가체제가 현대국제정치의 기원이

라고 여겼다면, 근대성에 대한 사상적 이해 대신, 근대국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목표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후자의 유용성을

더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역

사’보다‘사상’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역사적 이해의 필요

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이 때부터 국제정치에 대한 사상적 접근을 선

호하는제공부의큰방향이정해진것같습니다. 

역사와 사상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일단 제가 말하는 사상적 접근이란 인간, 국가, 세계를 이

해함에있어서, 그것들의역사성보다는그‘본질적속성’을탐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과거의 사상가들이 역사적으로

이‘본질적 속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과거의 것보다 반드시 더

“계몽된”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후를 정확하게 가릴

수는 없으나, 이런 일련의 생각을 가질 즈음이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대학원 1년차를 보낼 때였고, 이 때 인간, 국가, 세계, 자연을 관통하

는 보편적인 본질을 탐구하겠다는 포부로 플라톤 정치사상을 전공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애초의 포부보다는 낮은 수준

에서, 정치와 철학의 갈등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해석하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가 인간, 국가, 세계, 자연을 포괄

하는 보편적 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사상적 접근’이

필요하는 생각은 변함없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현재

는 국제정치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또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동안은 국제

정치의 본질의 이해를 위한‘사상적 접근’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지

금까지는 고대정치사상가에 주력했으나 차츰 근대의 사상가로 확대

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아직은 본교의 교수가 됐다는 자부심보다는 부담감이 더 큰 것 같

습니다. 가장 큰 부담감은, 지극히 총명하고 경쟁력있는 아이들을 어

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오는 것 같습니

다. 지난 한 학기를 가르치면서, 타 학교에서의 8년간의 경험과는 또

다른‘영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수님들의 조언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제 연구실로 향

하는 긴 복도를 거닐라치면, 학부와 대학원 시절, 왠만해선 교수님들

연구실이 있는 층에 올라가지 않았던 소심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단박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 학기 한학기 지나면서 소심함

을 주인의식으로 바꾸고, 부담감을 진정한 책임감으로 바꾸면서, 연

구과 교육 면에서 사회대의 다른 교수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구성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치외교학부 박성우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9월부터 서울대

학교 경제학부에 부임하게 된 신임교수 이재원

입니다. 저는 2003년 위스컨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에서 수학 및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5년 뒤인 2008년에는 프린

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크리스토

퍼 심스(Christopher A. Sims) 교수님의 지도

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후에는 뉴저지 주립대학

중 하나인 럿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 at New Brunswick)에

서 경제학과 조교수로서 2013년 봄 학기까지 근무했었습니다. 럿거

스 대 학 에 서 는 주 로 중 급 거 시 경 제 학 (intermediate

macroeconomics)과 대학원 박사과정의 거시경제학을 강의했었습

니다.  

프린스턴대학은 이름 그대로‘프린스턴’이라는 아담한 마을에 자

리잡고 있습니다. 럿거스대학이 위치한 뉴브런스윅(New

Brunswick)은 프린스턴과는 기차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

까운 도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럿거스대학에 부임한 이후에도 뉴브

런스윅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프린스턴에 계속 살면서 출퇴근을 했

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린스턴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10년 정

도를 살게 된 셈입니다. 프린스턴은 미국에서도 아름답고 고전적인

마을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강산이 변할 만큼 그곳에

서 살았으니 저로서는 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경제학부 이재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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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과 신혜란 입니다. 작년 (2013) 가을부

터 시작해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나니 어깨에

잔뜩들어있던긴장이좀풀어집니다. 

서울에 다시 사는 것이 15년 만이었습니다.

1998년에 한국을 떠나 엘에이(USC Planning)

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곳에 처음 가

니 햇빛과 영어 때문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엘에

이에서 피부가 탈만큼 한 후, 우중충한 겨울이 시작하는 9월에 런던

대 (UCL) 도시계획학과에서 첫 교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제

도는 미국과 정말 달랐고 아시안 젊은 여교수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우울했습니다. 8년 후 영국억양에 익숙해지고 런

던대 생활이 정말 편해지니 가끔 한국에 가면 관광객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홀연히 찾아온 기회에 어리둥절하게 결정하고 돌아온 한

국, 서울대의 첫 학기였습니다. 서울대로 옮기니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 없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전 너무 많이 변한 듯도 했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듯도 했습니다. 한

국과 서울대도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놀랍기도 했고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이기도합니다.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첫 학기 여러 가지가 좋았습니다. 급하

게 시작해 버거웠던 새로운 한국 사례연구는 쉽지 않지만 재미있었

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신 영어강의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해 재미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처음 몸 담아 보는 지리학

과, 사회대에서 아직도 배워야 하는 것이 많지만, 벌써 존경할 분, 좋

은분들이많이보여안심이됩니다.

한국으로 소속을 옮기니 제 연구방법에서 제 위치를 다르게 합니

다. 제 전공분야가 정치지리 (도시정치)와 이민자 연구라서 다른 두

집단을 대하게 되는데, 엘리트와 소수인종 이민자들입니다. 공통적

으로 주요 행위자들의 적응과정과 그들 사이의 정치를 보고, 연구방

법상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에

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끈덕지게 물어보고 참여관찰 허가를 받으

려고매달립니다.  

런던대 교수일 때는, 영국 사람을 인터뷰할 때도 한국 사람을 인터

뷰할 때도 전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한 번 보고 말

것이라 여겨 편하게 생각했고 솔직해 질 수 있었고 굳이 친절하진 않

았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되어 한국사례를 시작하니 부담스러운 내부인이 되

었습니다. 그건제가더믿을수있는존재가되었다는것이기도하지

지리학과 신혜란교수

지내면서 정들었던 장소들, 친구들, 학생들, 그리고 동료들을 뒤로하

고떠나기가쉽지만은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대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과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같이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한, 고국에서 경제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생

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에 큰 설렘을 안고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

를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고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

로는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느끼

던 즐거움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과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연구와 더불어 강의도 최선을 다하리

라다짐하고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학은 다양한 경

제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내리는 의사결정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합”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 주체들은 서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

를 들어 각 노동자(worker)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그들이 만드는 재

화(goods and services)에 따라 다릅니다.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떠

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기술이 다르므로 소득 수

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자들(firms)도 여러 면에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각 생산자의 가격 경직성(degree of nominal

rigidities)은 그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지 또는 어떤 산업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질성

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거시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저는 노동자나 생산자들의 다양한 이질성(heterogeneity)들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최근 논문

중 하나는 이질성이 커질수록 국가 경제가 외부충격(exogenous

economic shocks)이나정책변화에더크게반응함을보여줍니다.  

저의 또 다른 연구분야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

(monetary-fiscal policy interactions)과 그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

날수있는균형의불확정성(equilibrium indeterminacy)입니다. 현

대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신케인지언모형(New Keynesian

Model)은 주로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재정정책은 모형 내

에포함하지않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하지만경우에따라(특히국

가의 부채수준이 높고 정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 혹은 의지가 없는 경

우)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주요 거시변수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의 제 논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의 불확정성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국가 경제가 어떻게 다양한

외부충격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연구분

야에 최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래에 유럽과 미국의

국가부채가 갑자기 급증하게 된 상황,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금리

가 0%에 근접함에 따라 통상적인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게 된 상

황이 동시에 발생한 점이 많은 거시경제학자를 이 분야에 뛰어들게

한요인이아닐까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의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듯합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지

만, 그보다는이곳에서처음하는강의에대한의욕과새로시작할연

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으로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서울대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초심을 유지하기를

다짐하며신임교수의인사말을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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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사이버공간을 달군 이슈가 SNS였

다면2013년에가장많은이슈가된것을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일베저장소(이하 일베)일 것이다.

일베의 악명은 이미 사이버공간을 넘어 현실에

도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예컨대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다니던 모 인기 걸그룹의 멤버는

일베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통용되는

방언인 '민주화'를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했다가

여론의 맹비난을 받았고, 이전까지 암암리에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

기되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이 일베를 거점으로 걷

잡을 수 없이 확대재생산됐으며, 급기야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자식

의 관에 매달려 울부짖는 어머니의 사진을 두고 홍어택배라고 부르

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이

고, 일베 내에서도 자신들의 '우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일베의폭주는한국사회에수많은질문거리를남겼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일베란 무엇인가, 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열심히 찾아왔다.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렇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루저'론이다. 다시말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이들이 자신의 불만을 인터넷을

통해 해소한다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일베를 설명하는 논리 중 하나가 또한 세대론이다. 88만원

세대 논쟁 이후 세대론은 촉발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마

다 일종의 상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세대론은 많은 경우

IMF이후산산조각난한국사회와그파편에서태어난세대들에'조의'

를 표하는 방식으로 '조롱'한다. 말하자면 지금의 20대(는 곧 일베충)

는 철이 들 무렵부터 이미 부모의 위기를 보고 느끼며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안정'을 원하고 이것이 곧바로 보수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

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간의 양념을 첨부한다면, 이 이른바 '청

년'들이 읽는 책이라는 것들이 한낱 '자기계발서'에 불과하다는 경악

과냉소를표현하기도한다.

이 외에도 많은 분석들이 있겠지만 몇몇 논자들을 제외하고 일베

를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한 문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청년들은 진보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시 말

해, 일베충들은 돌연변이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베충이라는 새로

운 대명사가 '알바'라는 말을 대체하는데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다. 애초에‘댓글알바’라는 말이 지시하는 바는‘저런 정신나간 글은

누구도 진심으로 쓸 수 없고, 누군가 사주하여 작성되었을 것’을 뜻

한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포털에서 '김정은 개새끼 해봐'라는

말이 넘실대고, 이러한 댓글이 종종 조직이 개입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추천'을 얻어 이윽고 베스트 댓글이 되는 인외마경(人

外魔境)을보고있자면, 또한파면팔수록자릿수가변할정도로나타

나는 국가기관 트윗이 나오는 현실을 마주하자면, 이러한 생각이 들

어도무리는아니다. 그러나실제로많은젊은이들이518을폭동이라

고 주장하는 게시물에 수많은 추천을 보내고, 희생자를 홍어라고 부

르는 이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진보와 청

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졌던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

이었을 것이다. 일베충들에게 노알라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유머코드중 하나이며, 홍어택배는 기상천외하고 신선(!)하기까지 한

신종 드립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여성과 호남과 진보

와 북한을증오하는‘것처럼’보이는일베의등장은악몽과진배없다.

그래서 그들을 벌레라고 부르지 않고서는, 루저라고 하지 않고서는,

타인의범주로호명하지않고서는견딜수가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일베에 대한 수많은‘분석’들은 젊은이들이 처한 현

실과 맥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일베로 표상되는 20대를 그대로 투사

하여 비난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베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은 전

제부터잘못되었다. 예컨대예컨대정치게시판을보고있자면, 사용하

는어휘나글의형식을유추해보건대, 젊은이들이자주사용할것이라

는세간의추측과는달리중장년층의참여역시활발하다는점을확인

할수있다는사실이다. 즉, 지금까지미디어등의시선에잡힌일베와

그에 대한 스키마와는 달리, 일베(충)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총합이라고할수있다. 말하자면세대론을기반으로일베를바라보는

시선은대단히불충분할수밖에없다는점이며, 최근의세대론이본질

적으로20대에가지고있는혐의와기대를보여줄뿐이다.

요컨대 우리는 일베를 문제라고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제

대로 바라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외면하고 백안시하며 조야한 그림자

만 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베의 특수성이 사회(과)학을 하

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보다도‘그들’을‘그들’이라고 부르게 하는‘우리’눈 안의 들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실로 전염병을 방불케하는 일

베적 멘탈리티의 창궐은 곳곳에 편재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

한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는 않는것같다. 실제로 일베충들이 서

로들 키득대며 나누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일베는 정치적 보수도

아니고, 여성혐오자도 아니고, 지역감정이 있지도 않다. 심지어 널리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르게도, 일베 고유의 것도 딱히 찾아보기 어렵

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간데없고 이슈가 된 행태들만 나부끼며 기

대를강요하는모습을보고있자면일베충들이주장하는‘팩트’에귀

가 솔깃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들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다 문제다 하는데 문제를 보려고

하는 이들이 없으니, 이것이야 말로 일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문제가아닐까. 

일베와 세대론, 그리고 진짜 문제들

김학준
사회학과석사과정

만 뒷일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터뷰 대상과 제가 나중

에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진솔해지기 힘들기도

합니다. 진솔함이덜해지면내용은지루해집니다. 

앞으로 제가, 지리학과가, 사회대가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합니다.

멋있게 변해나가길 바랍니다. 직장동료들 사이에, 특히 자아가 강한

교수들 사이에 친구 맺기는 힘들다고 많은 분들에게 들었고 제 경험

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계속 보고 싶을 인생의 벗

과스승몇분생기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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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대통령선거분석
박찬욱, 강원택저

나남(2013년5월) 
201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속설과 이야기가 매스컴 등을 통해 흘러

나왔다. 이 책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대통령선거를 체계적이고 과학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2년 대선 직후 한국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

여 실시한 선거 후 유권자 개별면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선거를 움직이는 다양한 변수를 분

석하고있다. 

한국유권자의선택2. 18대대선
박찬욱, 김지윤, 우정엽저

아산정책연구원(2013년7월)
2012년 12월 19일한국은제18대대통령을뽑는선거를치렀다. 1987년민주화

이후 5년마다, 여섯 번째로 실시된 대선이었다. 이 책은 아산정책연구원이 1년

여에 걸쳐 진행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물이다. 9명의

학자들이 집필한 전문연구서지만, 대선의 모든 과정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

의 변화를 아주 흥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단행본이다. 각 장은 대선 패널조사,

대선의 전개와 결말, 유권자의 이념, 대선후보지지 결정, 무당파의 변화와 연속

성, 세대론의 전환, 안철수 현상, 이슈투표, 태도극화와 미디어, 여성 유권자 등

에관해다루고있다.

한반도통일(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총서2)
윤영관편저

늘품플러스(2013년 12월)
윤영관 교수가 엮고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의 11명의 교수진이 참여한 이 책

은 통일정책과 그 기초를 제공하는 학문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시

각에서 통일문제를 조망해 보고 정책적 논의의 지평을 보다 넓고 깊게 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통일 한국의 내부적 통합을 가능

케 하는 제도를 미리 준비하는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철학, 외교정책, 국내제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필진은 통일이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임을 강

조한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 앞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이러한 논의의

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저자들의 뜻을 담아 통일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치학적인 관점을 심도

있게엮은『한반도통일』은앞으로우리가대비해나가야할통일문제들의중요한지침이될것이다.

한국인의탄생: 시대와대결한근대한국인의진화
최정운저

미지북스(2013년 10월)
근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한국 근현대 사상사 연구는 망국과 국권상

실,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저술자료가 거

의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최정운 교수는 근현대 소설

문학으로 눈을 돌려 그 시대를 이해하고 음미하려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냈다.

이인직, 이해조,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 나도향, 박태원, 이상, 홍명희 등의 작

가들이 당시의 세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창조한 인물들은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당대의 한국인들이 누구였는지 또 무

엇이 되려고 했는지를 탐구하며 그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사회과학서이자역사서이며문학비평서이며, 특히고전적의미에서하나의문학(文學)이다. 

국제환경의변화와한국의미래
백창재, 신욱희, 유근배, 윤석민, 전경수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3년 12월)
이 책은 '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 연구 총서'의 넷째 권이다. 과거

의 부(富)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부는 소프트웨어 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과 상상력에서 발원할 것이며, 21세기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 역

시 반드시 경제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역량의 복합적 산물이

자 정치 체제의 선진화와도 직결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독

자들은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의 전략환경의 변화, 국내의

미디어 지형의 변화, 그리고 이들 변화 사이에 긴밀한 연동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저자들은국제환경의급속한변화속에서국가의주체로서의전략적선택이강고한기초를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소통의 활성화, 민주적인여론형성, 더 나아가선진화된시민사회의건설에필수적인건

강한미디어시스템이필요함을주장한다.

중견국의공공외교
김상배, 배영자, 이승주저

사회평론(2013년 10월)
『중견국의 공공외교』는 기존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의 입장에서‘공공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전략을 재구성

한 책이다. 미국과 중국의 공공외교 사례, 무역·과학기술 분야의 공공외교, 유

럽연합의 규범외교, 프랑스의 문화자원을 이용한 매력외교, 노르딕 플러스의 개

발협력외교, 국가 간 협력을 위한 G20세계정상회의, 디아스포라외교, 서울 컨

센서스등을살펴본다.

정보세계정치의이해: 역사와쟁점및전략의탄생
김상배저

한울(2013년 12월)
이 책은 정보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기술,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의 변수가 세계정치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들 변수가 국제정

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지구화, 정보화, 민

주화 등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20세기 국

제정치학이 군사안보 연구와 정치경제 연구를 양대 축으로 해서 진행되었다면,

21세기 국제정치학에서 정보세계정치는 그야말로 제3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

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정보세계정치라는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 10편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을 통해 정보세계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

고, 그 현상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엽에 이르러 어떠한 변환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환의 추세에 대

응하려면어떠한전략을모색해야하는지살펴본다.

국제기구의과거현재미래(유네스코아태교육원국제기구총서1)
조동준, 최동주, 정우탁저

오름(2013년 11월)
『국제기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역사적

발전을 조망해보는 책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국제기구의 과거, 현

재, 미래를 관통하는 주요한 주제들을 연구럭愾鄂臼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 미래의 변화

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계속될 개별 국제기구 연구의

토대를제공한다.

경제학원론(제10판)
조순, 정운찬, 전성인, 김영식저

율곡출판사(2013년8월)
이책이 1974년 3월에첫출간된지40년이된다. 이번제10판개정은먼저경

제학의 일관된 논리 전개를 위해‘경제학 들어가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으

로 구성된 각 편 및 장의 목적과 상호 관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기본 개념

과 이론 또는 모형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

하였으며, 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와 해외의 통계자료, 사례, 제도 및 정책을

중심으로이론과실제간의밀접한연관성을예시하였다.

국제경제론(제7판)
김인준, 이영섭저

다산출판사(2013년8월)
『국제경제론』은 국제경제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경제문제를 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책이다. 국제 경제학적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

며, 현실경제를 염두에 넣어 정책문제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무엇보다 전권

을통하는체계를먼저세우고가능한한이체계에입각하여내용을서술했다.

국제금융론(제3판)
김인준, 이영섭저

율곡출판사(2013년8월)
『국제금융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을 어떻게 변

화시켜왔고 아울러 각국 정부의 금융정책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

고 있다. IMF가 최근 국제거래와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해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대조표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그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한다.

금융공학II
최병선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3년8월)
금융공학 시리즈의 제2권. 이 책은 금융공학의 핵심인 Black-Scholes식을 유

도하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금융공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확률해석을 설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Black-Scholes식을 유도하는

21가지방법부터가치평가식들의관계까지살펴본다.

금융백서: 한국금융의변화와전망
김상조, 김영식, 박창균, 최흥식, 함준호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3년 11월)
이 책은 한국의 금융부문과 관련된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한 한국 최초

의 금융백서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한국 금융구조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고찰하

였다. 특히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금융구조

를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한국 금융제

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배경,

찬반입장을비교하고, 제도가가져온결과와성과를구체적으로분석하였다.

교수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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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이상심리학(2판)
권석만저

학지사(2013년9월)
『현대 이상심리학』(2판)은 2013년에 개정된 세계적인 정신장애 분류체계

DSM-5의변화된내용을반영하기위해서 10년만에개정한저서이다. 이책은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 원인

및 치료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원인을 정신분석적,

인지행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심도 있

게논의하고있다. 

남북통합지수2008-2013 변동과함의
박명규, 김병연, 김병로, 정은미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3년 10월)
‘남북통합지수’(IKII)는 바로 통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현재 한반도 통일이

어느 정도의 통합수준에 와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로, 특히 지수라는 간략한 수

치로 표현하고자 한 시도다. 통일이 촉진되려면 남북 간에 소통과 화해의 증진,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동질화가 진전되어야 한

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수용성과 신뢰도, 인지도

가높아지고적대성이완화되는의식변화가이루어져야한다.

대한민국역사
이영훈저
기파랑(2013년7월)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깊은 내면의 분열을 안고 있으며, 그것은 끊임없이 정치

와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애국심으

로 공유하는 국가의 역사가 아직 성립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같은 안타까

운 현실을 대하는 학자의 결의는 단호하다.(제24회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대

상선정)

미시경제학(제6판)
이준구저
문우사(2013년 12월)
미시경제학 입문서. 제5판에서 이미 미시경제이론의 중요한 주제는 거의 망라

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 23개 장의 틀 안에서 부분적인 보완에

주력하게 되었다. 기본골격에 큰 변화는 없어도 이곳저곳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

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하는박스글을대폭늘렸다.

중국과인도의혁신과추격
박태영, 김준연, 이근저
진한엠앤비(2013년9월)
『중국과 인도의 혁신과 추격』은 중국과 인도라는 신흥 거대 추격국가가 SW산

업에서 성취한 기술추격의 결과에 주목한 책이다. 양국의 기술추격이 어떤 배경

에서 무슨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

었는지, 그리고 IT강국·SW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이 무엇

인지를살펴본다.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s in Empirical Macroeconomics
김소영외37인공저, Nigar Hashimzade, Michael A.
Thornton 편집
Edward Elgar(2013년7월)
This comprehensive Handbook presents the current state of art in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macroeconomic data analysis. It is

intended as a re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ers

interested in exploring new methodologies, but can also be employed

as a graduate text. The Handbook concentrates on the most important

issues, models and techniques for research in macroeconomics, and highlights the core

methodologies and their empirical application in an accessible manner. Each chapter is largely

self-contained, whilst the comprehensive introdu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key

statistical concepts and methods. All of the chapters include the essential references for each

topic and provide a sound guide for further reading.

시민의탄생: 조선의근대와공론장의지각변동
송호근저
민음사(2013년 11월)
이책은한국사회의현안과주요쟁점을끊임없이짚어온사회학자송호근교

수의 최근 저서로, 20세기 한국인의 출현과 주체화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는 19

세기 후반 더 이상 기존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주체의식을 자각한 조선의 인민

이 어떻게 근대적 개인을 거쳐 시민으로 태어났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미시

적, 목적론적 연구를 추구하는 기존 학계의 경향에서 벗어나‘거시구조의 전환’

에 주목하며‘공론장’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조선의 근대와 그 전개 양

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이 책은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격동하는 한국 사회

를직시하고앞으로나아갈길을모색한다. 

막힌길돌아서가기: 남북관계의네트워크분석
한신갑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통일학신서로 발간된 이 책은 통일학·평화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저자는 남북관계에서 나타

나는 이질성 심화와 접촉빈도 감소 등의 문제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

회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양자 간 직접 대화나 접촉이 효율적

이고 빠른 지름길이지만 때때로 막힌 길을 돌아서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여 학문

적으로그가능성을모색할뿐아니라현재의정세에대안적함의를제공한다고평가받았다.

한국사회복지정책론
김태성저
청목출판사(2013년 12월)
『한국사회복지정책론』은 크게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하여 논의한다. 2부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장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

제도들과관련된쟁점과개선방안을담고있다.

어떤복지국가인가?
이종오·조흥식저
한울아카데미(2013년 11월)
이 책은 왜 복지국가인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며 시장과 가족, 그리고 국가가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책이다. ‘공동체 민주주의’, ‘포괄주의적 복지’, 그리고‘포용적 성장’을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로 제시하며, 이것이 총체적으로 어울린

체계를한국형복지국가로상정하고있다. 

군사회복지론
조흥식외14인저
동문사(2013년 11월)
『군사회복지론』은 군에 대한 이해부터 군사회복지의 개념과 발달, 우리나라 군

복지의 현황 등을 제시하며 독자의 군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군사회복지의 실제를 군인가족, 군 의료, 군 인권, 군 문화 등의 군사회복지의

실천현장까지고찰한다.

Social Policy, Welfare State, and Civil Society in SwedenⅠ&Ⅱ
Sven Erland Olsson Hort
Arkiv Academic Press(2014)
This third updated and enlarged edition in two

volumes of Sven Hort’s well-know and wide-ranging

dissertation from 1990,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

in Sweden, which gives a a comprehensive account of

the global invention of the welfare state, from the far

north of the West to the global East and Southeast, and from its social policy origins to the

most recent challenges from civil society. The first volume contains the original four essays, by

now minor classics in welfare state literature, an covers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Swedish welfar state. The second volume covers the period since 1988 - “the lost world of

social democracy”- and recent changes in comparative welfare state research and the

Nordic Model.  

수용자진화: 신기술과미디어수용자의변화(번역서)
필립M. 나폴리저/ 백영민, 오현경, 강남준옮김
나남(2013년9월)
이 책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스템 속에서 수용자에 대한 이해 방식과 수용자의

관심을 측정하는 방식이 미디어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기술하

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서 수용자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교섭하는 방식과 수용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지 미국의 실제사례를 통해 흥미

롭게전달하고있다.

세계화와디지털문화시대의한류
홍석경저
한울(2013년7월12일)
이 책은 세계화 과정과 디지털 문화가 문화 콘텐츠의 세계 속 유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이론화하려는노력으로한류의사례를검토한다는점에서그동

안 동아시아 내부의 현상으로서 다루어져왔던 한류연구와 구분된다. 이 책은 <

강남스타일>의 빠른 성공이 세계화와 디지털문화 환경의 작동방식에 대한 가시

적 사례가 되었지만, 이에 앞서 한국이라는 언어적,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 드라

마가 유통되었고, 이것은 한류 콘텐츠의 독자적인 성공이 아니라 일본의 만화

문화가 기반이 된 동아시아대중문화의 힘이었음을 말한다.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3년간의 현장조사와 방대

한한류콘텐츠의인터넷유통구조, 수용과정, 팬현상에대한참여관찰결과가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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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www.snu.or.kr)’에서 사회과학대학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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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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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기부안내

·개인 출연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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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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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 예우

기념품 및
간행물

기부인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 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감사패

기념품

대학간행물우송

서울대달력증정

전시회·공연초청

기부인명패(대학본부)

기금명칭부여

교내주요행사초청

근조기배치

포스코스포츠센터무료이용

미술관, 박물관무료관람

중앙도서관이용

호암교수회관할인

무료주차태그발급(관악)

SNUi 1년무료수강

평생교육원수강할인

진료예약

의전 서비스

무료주차

종합건강검진주선

◦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

◦

◦ 프리미엄 검진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10년

◦

◦

◦

◦

◦

◦

◦

◦

◦

◦

◦ (기한)

◦

◦

◦

◦

◦

◦

◦ (기한)

◦ (기한)

◦ (기한)

◦ (기한)

◦

◦

◦

◦

◦

◦

◦

(유료)

◦

◦

◦

◦

◦

감사장

◦

◦

◦

◦

(유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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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Sponsor

1백만 원 이상

사회과학대학발전기금소식

기금출연해주신분들 (2013. 9. 1. ~ 2014. 1. 31.)
2013년 9월 이전에 약정하시고 현재 납입하고 계신 분들의 명단도 포함했습니다. (약정금액 기준)

1억원이상
·이광희 지리학과 동문

·윤세영 ㈜SBS문화재단 이사장

·한상복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명예교수

·김병용 ㈜나음케어 대표이사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이사

1천만원이상
·김유탁 ㈜애드미션 대표이사

·정종수 ㈜신양머그 대표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변용식 ㈜LG상남언론재단 이사장

·박성훈 CJ(주) 기획실 부사장

·노차영 우리투자증권 본부장

·이해선 CJ오쇼핑 총괄부사장

·송호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1백만원이상
·임동진 법무법인 남산 고문변호사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이사

·김미란 강서교육청 장학사

·신경민 국회의원

·이해찬 국회의원

·조욱희 SBS PD 

·이형범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박경서 유엔안정정책센터 이사장

·고동호 전북대학교 교수

·이재율 계명대학교 교수

·조은경 도서출판 늘봄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박재흥 경상대학교 교수

·박채향 SK플래닛 팀장

·이기석 시즈웹 대표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조선정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일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신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향진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남은영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

·좌용식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

·김판균 서울대 인류학과 동문

·임근배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부모

1백만원이하
·김성묵 TNS Korea 전무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류미향 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

·홍두표 JTBC 회장

·이채규 한국델파이(주) 부사장

·박기용 농협중앙회 팀장

·강인철 한신대학교 교수

·이현정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윤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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