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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2일 오전11시, IBK 기업은행의 출연으로 건립된 

서울대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신축공

간은 연면적 2,659m2(지상5층) 규모로 완성되었으며, 이 날 

개관식에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 박

찬욱 사회대 학장 등 교내외 인사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IBK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서울대 내 소통의 허브로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 언

론, 미디어, 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

다. 1층, 2층에는 서울대의 과거·현재·미래를 홍보하는 공간

인 ‘서울대 SNU HALL’이 조성되었으며, 벤처를 꿈꾸는 학생 

및 창업자에게 컨설팅 및 창업 금융을 지원하는 ‘IBK 창업지원

센터’도 개설했다.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개관식

정치외교학부,사회학과,지리학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신(新) 실크로드 사업단’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4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수도권대

학 특성화사업(CK-II,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에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부, 사회학과, 지리학과와 인문대가 공동으로 응모

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신(新) 실크로드 사업단」이 7월 1일 최

종 선정되었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은 수도권 대학을 국가 창조

경제 조성의 주인공으로 육성 지원하고 학부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학문분야 활성화를 통해 대학이 창의적인 역량이 있는 인재를 육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단은 국가지원-국제화분

야에 선정되어 매년 10억 원을 5년간 지원받게 되었으며 서울권역에

서 국제화 분야 우수사례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정치외교학부,사회학과,사회복지학과, 기초연구기반조성 사업단(팀) 선정 
본부 연구처가 2014년도부터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추진

하는 ‘기초연구기반조성 사업’ 공모에서 7개의 기반학문사업단, 6개

의 기반학문사업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회과학대학은 정치외

교학부,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가 기초연구기반조성사업단(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선정된 학과 및 학부는 1년간 총 4억 

3천 5백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비의 60%이상이 대학

원생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향후 BK21 플러스 사업(현재 경제학부,지리학과가 사업단으로 참여 

중이며, 사회복지학과는 사업팀으로 참여 중)과 같은 국가차원의 프

로젝트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대학교 연구처가 주관하는 ‘기

초학문 교육 및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예산은 총 3억원을 지

원받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 말까지이며 ‘사회

과학 분야 논문지도’, ‘사회과학 고전강독’, ‘사회과학 융복합 연구’, ‘

사회과학 기초연구저서 출간지원’ 총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

다. 이러한 기초학문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과

학 연구자들이 창의적 연구 성과를 올리고, 대학원생들은 학제간, 

융복합 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사회대, 연구처 주관 기초학문 교육 및 연구지원사업 선정 

사진제공: 건축사진작가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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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교수, 학생과 직원, 그리고 사회대를 생각해 주시는 

학내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교무, 학생, 기획 부학장과 사회대도서관장 및 학장을 포함해서 

현학장단은 지난 3월말 취임했습니다. 저희 학장단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주례회의를 갖고 사회대 행정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거쳐 결

정된 바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장 임기 동안 “굳건한 기초, 당당한 위상, 앞서 나가는 사

회과학공동체”를 비전으로 내세워 일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

다. 우리 사회대는 한국 기초사회과학의 보루로서 그 위상을 다져야 

하고, 각 학과(부)의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사회대의 정체성 확립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사회대의 많은 구성원들이 힘쓴 결과 사회대에 

좋은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회대 발전에 공헌하신 임현진, 전경

수 교수 두 분이 지난 8월말로 아쉽게도 정년퇴임하셨지만 훌륭한 

역량을 갖춘 신임교수 몇 분이 부임하시고 외국인 교수도 충원의 폭

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대학평가 기관의 하나인 영국의 QS가 금년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학문적 평판에 있어서 서울대는 세계적으로 정치·국제정치학 30

위, 경제학·계량경제학 35위, 사회학 30위, 커뮤니케이션학·미디

어연구 25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인문학의 여러 분야, 응용사회과학 

중 법학, 재무·회계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서울대는 30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경제학부 이근 교수가 슘페터 상을 수상하고 황윤재 교

수가 창의선도연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낭보는 우리 사회

대가 학문적 수월성 확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이나 대

학원생 지원을 위한 교내 기초연구기반조성 사업의 재원 확보는 비

록 일부 학과(부)에 해당되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사회대의 일부 지

원을 받아 국제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해외조사연구에 나서

는 대학원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사과정 학생의 연구훈련을 

위한 기초학문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학장, 서무주임과 지난 8월 충북 옥천에서 농활에 참

가하고 있는 사회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이 봉사 정신에 투철

한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직전 학장단의 노고에 이어 

사회과학관, 아시아연구소와 IBK커뮤니케이션센터 건물 등의 강의

실과 사회대 주변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

구를 위해 묵묵히 지원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사회대 직원들의 성실

한 모습 또한 생생합니다.  

이봉주 교수를 필두로 하는 발전위원회가 사회대 발전방안을 연

구하고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언급합니

다. 10월말 예정된 학사협의회에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전개될 것입니다. 학장단은 중요도와 현실여건에 비추어 우

선해야 할 방안을 정해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성낙인 신임총장께서 취임했습니다. 8월 초의 취임

식에서 총장님은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분권형 운영체계에 입각한 

책임행정 구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면서 학

장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회대 내외로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총장말씀 가운데 하나는 

학사과정 교육의 내실화 목표입니다. 공동체 가치와 지도층의 책임

윤리가 쇠퇴한 한국사회의 병폐를 시정하려면 서울대학교는 “국가

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 역량과 의지가 굳건한 ‘선한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학사 과

정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회대는 학사과정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단과대학입니다. 저는 학사과정 교육의 일선책임자로서 학장

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단위의 개선을 

비롯해 사회대생을 위한 공통필수 교육과 통합적 사회과학 학습, 그

리고 지도자 자질의 배양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대 출신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지난 8월 방문

하여 강연했습니다. 장 교수는 경제학에서 이론적 다양성을 위한 백

화제방과 학파 간의 이종교배를 주창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은 물론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사회대 내의 여러 학과

(부) 간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특히 사회대 주관의 여러 연구소 활

동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대는 내년 1학기에 개인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사회대 구성원들은 지난 발자취를 돌이켜보

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문조직 활성

화와 대내외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 가운데 사

회과학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대와 우리 자신들이 서울

대학교의 얼굴임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사회대 발전은 서울대 융성

의 바탕입니다.

인 사 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박 찬 욱

사회대 학장단 사회대 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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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면서생의 귀거래사
  인류학과  전 경 수 교수

나는 1967년 3월 문리대 고고인류학과에 입학하여 1971년 2월 

졸업한 뒤 3년간 군복무를 하였고, 군복무 후에는 곧바로 문리

대의 무급조교를 시작하였다. 유학기간 4년을 빼고 나면 내 인

생의 모든 시간을 서울대학에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 18세부터 

65세까지 47년간 사이에 7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서울대학 

속에서 지내온 내 인생이다. 정년퇴임을 하는 대부분의 교수들

이 그러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서울대학이 곧 바로 나의 존재이

유이자 결과가 된 셈이다. 

1975년 2월 26일 동숭동 시절의 마지막 졸업식이 끝나고, 그 

다음날 나는 대학이 정한 이삿짐 트럭의 운전수 옆 조수석에 앉

아서 동숭동의 문리대를 출발하여 관악산의 종합캠퍼스로 들어

왔다. 1975년 3월 사회과학대학이 공식적으로 시무에 들어가면

서 나는 약 6개월 넘는 기간의 문리과대학 무급조교직을 상실하

였고, 인류학과 대학원생으로 사회과학대학의 생활을 시작하였

다. 사회과학대학 학장실과 행정실은 6동에, 인류학과는 7동에 

자리를 배정받아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였다. 인류학과는 문리

대의 고고인류학과를 반으로 나누어서 인문대학의 고고학과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이광규 

부교수(2013년 작고), 한상복 조교수(現명예교수), 박부진 조교(

現명지대교수)로 인류학과는 시작하였다. 살림을 갓 시작한 인

류학과는 집기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창고를 뒤져서 낡은 가

재도구들을 모아서 살림을 꾸렸다. 그중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

학부장실의 벚나무로 만든 거울장이 있어서 최근까지 항상 내 

연구실을 지켜주었다. 이 장은 이미 서류상의 폐기물이었기 때

문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유물로서 가져가기로 하였다.  

교수 숫자로 보나, 학생 숫자로 보나 인류학과는 사회과학대

학 내의 가장 작은 학과였다. 소위 “小科”들 중에서도 “小科”였

던 것이다. 1976년 6월, 내가 유급조교 발령을 받았을 때, 두 분 

교수의 강의 부담은 상상을 초과하였다. 그래서 인류학과는 시

간강사의 초빙도 적지 않았고, 시간표 배정을 위해 머리 쥐어짜

기가 매학기의 골칫거리였다.  

당시 73학번들은 인문대의 고고학과 사회대의 인류학과로 나

뉘어서 3학년에 진학하였고, 74학번들은 교양과정부에서의 진

입생으로서 인류학과 2학년에 들어왔다. 75년 당시 계열별로 입

학하였던 1학년들은 사회계열로서 다녔고, 따라서 인류학과에는 

1학년생은 없었다. 단과대학별로 체육대회를 할 경우, 인류학과

는 학생 전부가 모여서 축구를 할 수 있는 한 팀이 구성되지 않

아서 인문대 고고학과에서 사람을 빌려왔고, 거꾸로 인류학과에

서 고고학과로 사람을 꿔주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그것이 용

인되는 대학의 분위기였다. 고고학과와 인류학과는 원래 한 덩

어리라는 문리대 당시의 인식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전

공을 지원하는 학생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교수 숫자도 적

고, 학생 숫자도 적고, 그야말로 “小科”였던 인류학과였다. 

1978년 가을부터 1982년 가을까지 나는 유학을 다녀왔다. 조

교 생활 도중의 이러저러한 경험을 통하여, 서울대학 교수에 봉

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알 수 있었다. ‘낙타가 바

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이었음을 잘 알았기

에, 나는 지금도 발령장을 받았을 때의 감회를 잊을 수가 없다. 

유학가기 전의 “助敎”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답시고 “助敎”의 

글자 뒤에 “授”자를 하나 더 붙여서 “助敎授”가 되어서 돌아왔

다. 사회대라는 판도 내에서 4년 사이의 신분변동은 내 자신도 

얼떨떨했지만, 사회대에 장기 봉직하셨던 분들과 후배들께서도 

유사한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신군부 독재시절 당시의 대학 분위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교수들도 힘들었지만, 학생들도 힘들었던 시기였다. 83과 84학

번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라남도로 경상남도로 몇몇 학생들의 

가정방문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작업에도 동원

되었다. 분신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교수직을 유지해야하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인류학과는 설악산의 대학시설

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를 달래는 시간

을 갖기도 하였다. 술도 많이 마셨지만, 담당 검사에게 수감 중

인 제자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도 많이 썼다. 모두가 힘든 시

간을 함께 살았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각설하고, 관악시대가 개시된 지 이제 40년을 목전에 둔 지

금, 인류학과는 교수 10명이라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하였

다. 학과장회의와 같은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사용되었던 “小科”

라는 단어였는데, 그 사이 어느 틈부터 사회대 내에서는 “小科”

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지금도 나의 기억에 생생한 임종철 학장

의 말씀이 있다. “학과가 살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마

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역대 학장단의 부단한 노력과 설

득과 인내로 현재와 같이 “小科”라는 단어가 사라진 사회대가 탄

생하였다고 믿는다. 그동안 사회대에 재직하셨던 많은 선배 교수

들과 동료들의 부단한 이해가 밑거름이 되어서 인류학과는 “小

科”를 면하였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결코 손색없는 교수진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말로 고마운 분들께서 이해력을 발휘하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질적 성장을 해야할 단계에 온 것임에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에게는 사회대 내에 또 다른 고마운 분들이 계신다. 행정실

과 학과사무실의 직원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부단한 경의를 

표한다. 서울대학의 각종 지원시설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젊은 교수들에

게도 깎듯이 대해주셨던 노숙한 수위장님들로부터 시작하여 식

당의 주방과 청소부에 이르는 분들께도 돈수백배로소이다. 그분

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서울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주었기에 오늘의 영광스

러운 서울대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 장의 낙엽이 되어서 원향으로 돌아간다. 이 낙엽이 거

름이 되어서 서울대학과 사회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

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했던가. 물러

가는 사람의 부덕이 더 이상 나를 길러 주었던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멀리서 조용히 대학이라는 조직

의 본연에 충실한 질적 성장이 도래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不備禮. 

2014년 盛夏 태풍 ‘너구리’의 길목 鹿兒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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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교수 고별사
  사회학과  임 현 진 교수 

안녕하세요.

이제 떠납니다. 아쉽고 섭섭합니다.

지난 31년간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안

으로는 민주화 바깥으로는 세계화 등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한 격변의 시대에 존경하는 선생님들,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영광과 

긍지를 느낍니다. 

특히 학장 시절 교육, 연구, 봉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제게 베

풀어주신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와 지도에 마음깊이 감사드

립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후라도 후배 교수님들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대는 인문대, 자연대와 함께 기초대학의 

성격을 지닙니다. 작금 한국의 대학은 구조조정이란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대는 민족대학 서울대가 지닌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해결

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사회대는 차세대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뿐 아니라 교양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대는 공적 담론

의 생산과 유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식 재생산 구조에서

도 구미적 종속을 넘을 수 있도록 모방과 이식에서 창조와 발명

으로 가는 모범적 모습을 그려봅니다.  

일찍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청년은 희망의 빛을 지

니고, 노인은 회상의 그림자를 갖는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회상의 그림자아래 희망의 빛을 기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사회대의 무궁한 발전과 구성원 여러분의 건학을 기원합니다.

임 현 진  드림

나이를 먹었다고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심성이 많아질 뿐이다.

사회과학대학 소식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 사회복지학과에 15억원 이상의 발전기

금을 기부해온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이 2014년 8월 20일 사회과학대

학을 방문하여 학장단과 발전위원회 위원장(이봉주 교수)과 인사를 나

누었다. 서울대의 다른 단과대학과 대학원에도 기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종섭 회장은 한국사회 기부문화 진작의 필요성과 사회과학대

학의 사회와의 소통 문제 등에 대하여 학장단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방문

사회대는 매해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 상록보육원(관악구 남현동 소재)

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4년 8월 25일에 박찬

욱 학장, 손정렬 학생부학장이 보육원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하였다. 

상록보육원은 1959년 10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 미아, 기아 등 

부모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을 위해 故 이윤학 목사가 설립하였고 1965

년 아동복리시설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현재 영유아에

서 고등학생까지 백 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대학은 성금모

금을 위하여 교수 1인당 급여에서 매월 1,000원씩 각출하고 있다.

2014년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전달

제68회 학위수여식

제68회 학위수여식이 8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종합체육관에

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48명, 석사 988명, 박사 

522명 등 총 2,358명이 학위를 받았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

에서 “사회의 중심으로 드높은 자부심을 갖되 지식과 열정을 공동선

을 위해 공헌하는 인재가 되라”며 “사회 곳곳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역할, 이웃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미덕, 이웃의 목소리를 귀담

아듣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의 역할을 하라”고 당부했다. 사

회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99명, 석사 87명, 박사 14명을 배

출하였고 수석졸업자 권민정 학생(경제학부)을 비롯하여 12명의 최우

등 졸업자와 43명의 우등 졸업자가 수상을 하였다.

 사회과학대학 우수 졸업자 명단
·최우수 졸업 : 권민정 (경제학부)

·최우등 졸업 : 김재영, 송재호, 조현정, 김형원(이상 정치외교학부), 이재익, 김대현, 안혜정,  유다연, 조봉제, 이영지(이상 경제학부), 김지훈(심리학과), 김현진(지리학과)

·우 등 졸 업 : 김미연, 박기현, 권재오, 강하영, 임형준, 윤하영, 유하은(이상 정치외교학부), 김혜은, 박진영, 박지윤, 김현우, 현지수, 박찬웅, 노고운, 홍혜영, 김도로, 최지욱,
 정담, 진광인, 나은별, 김나래, 박상준, 조국산하, 윤민정, 진대호, 이윤정, 한제백, 이창호, 김유림(이상 경제학부), 신승엽(사회학과), 정다정, 이진혁, 
 인아영(인류학과), 정대운, 정진원, 백연우(이상 심리학과), 정성대(지리학과), 이민아, 김석민, 노한솔(이상 사회복지학과), 박경화, 이건주, 박경현(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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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박찬욱 학장,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 피선 

사회과학대학 박찬욱 학장이 2014년 7월 19일부터 24

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세계정치학회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제23차 

세계정치학대회(World Congress of Political 

Science)의 대표자회의에서 집행위원(IPSA Executive 

Committee)으로 선출되었다. 세계정치학대회의 집행위원은 총 16명

으로 박찬욱 교수와 더불어 유수의 정치학자들이 선출되었다. 세계정

치학회는 1949년 유네스코 후원으로 파리에서 창설된 국제학술단체로

서 한국은 1968년에 가입했으며, 매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과

거 한국학자로서는 이홍구, 김달중(회장), 한승주, 김학준(부회장), 김

병국, 임혁백 교수가 집행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미국비교경제학회 운영위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가 2014년 초 미국비교경제학

회(Associations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ACES)의 운영위원(Board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으로 선출되었다. ACES의 

운영위원은 임기 2년의 총 6인으로 구성되어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학회지(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의 편집인을 선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또한 김병연 교수는 전 세계의 비교경제학회가 2015년 6월, 로

마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First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의 운영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경제학부 김재영 교수, 제44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경제학부 김재영 교수가 ‘제44회 매경 이코노미스트

상'을 수상하였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

음 제정돼 올해 44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이다. 김 교수는 2014년 1월 계

량경제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etrics’에 ‘An alternative quasi likelihood approach, 

Bayesian analysis and data-based inference for model 

specification’ 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불

완전성, 부정확성 하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여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경제학부 이근 교수, 슘페터상 수상 및 슘페터학회 차기 회장 선출

경제학부 이근교수가 7월 27-30일 동안 독일  Jena

에서 열린 국제 슘페터 학회 총회에서 단독 영문저

서인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 income trap (cambridge univ.press 

2013)’(한글 제목: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으로 슘페터 

상을 수상하였으며 슘페터학회의 차기 회장으로도 선출되었다. 임기

는 2016년-18년이며, 회장으로서 2018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준구 교수, 제33회 스승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상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그 동안 교육과 연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

로를 인정받아 교원으로서 최고의 훈장으로 인정받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사회대는 이준구 교수의 정부 포상을 축하하기 위해  2014

년 8월 13일 사회대 학장실에서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이날 수여

식에는 사회대 학장단 외에도 홍기현 교무처장, 정치외교학부 유홍림 

교수가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교수 소식

2014년 사회과학대학 소방안전 및 보안교육 실시

사회과학대학 행정직원 및 조교, 용역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

년 7월 22일 14시부터 15시까지 사회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대는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

육팀 조항식 소방위를 초빙하여 화재예방법 및 화재 시 초동대처방

법, 응급처치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이번 소방

안전 교육은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대비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사회과학대학 교직원 학사협의회
사회과학대학은 행정실 및 

학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20일부터 21일

까지 1박 2일간 제주도 일대

에서 직원 학사협의회를 실

시하였다. 교직원 학사협의

회는 매년 봄마다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의 효율

적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개최된다. 직원들은 

그동안 바쁜 학사일정으로 함께하기 어려웠던 행정실과 학과직원들

이 1박2일을 함께 보내며, 화합을 다지고 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를 교류를 할 수 있어 뜻 깊었다는 평이다.

사회과학대학 조교학사업무협의회

 사회과학대학 조교들은 2014년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주로 

학사업무협의회를 다녀왔다. 21일에는 전주한옥마을 답사를 진행하

였으며 당일 회의에서 강의실 배정방식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

안, 정기 조교학사업무협의회를 위한 방안, 외국인 학생과 관련한 업

무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둘째 날은 전주한옥마을 및 덕진공원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 회의에서는 할 수 없는 자유롭고 

풍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각 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과

학대학 조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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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이지순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선출

경제학부 이지순 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14년 7월 11일(금) 

총회를 개최하여 경제학 분야에 이지순 교수를 신임

회원으로 선출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

구와 그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

로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은 올해 신임회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되고,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평생 

동안 회원으로 그 지위를 갖게 되며, 국가로부터 학술연구 활동과 관

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경제학부 이지홍 교수, 김태성 학술상 수상

경제학부의 이지홍 교수는 2014년 2월 11일 열린 한

국계량경제학회에서 김태성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

었다. 김태성 학술상은 40세 이하 경제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성취가 탁월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 (사)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취임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가 (사)한국자원경제학회 제18

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자연자

원 및 환경과 관련된 경제이론, 정책, 경영, 제도, 산

업의 연구 및 그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동안 학술지의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발표회의 개

최, 국내외 관련학술단체와의 교류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학부 황윤재 교수, 2014년 서울대 창의선도연구자

선정 및 SETA Scientific Committee 의장으로 선출

경제학부의 황윤재 교수가 2014년 6월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노태원 교수,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박종일 교수와 함께 서울대 

창의선도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 창의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업적을 내고 있는 교수를 선정해 맞춤형 지

원을 하는 사업으로, 노벨상이나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 수상자 배

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황윤재 교수는 최근 SETA 

Scientific Committee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리학과 유근배 교수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겸보

지리학과 유근배 교수가 2014년 7월 26일자로 서울대

학교 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되었다. 1988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부임한 유 교수는 서울대학교 기획

실장,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GIS학회 회장, 국토지리

학회 회장 등을 지내왔으며 2013년 9월부터는 「BK21

플러스 4-Zero지향국토공간창조사업단」의 단장직을 맡아왔다.  

정치외교학부 
·박찬욱 학장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 피선 (2014년 7월)

경제학부
·김재영 교수 경제학부장 겸보 (2014년 7월)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 퇴임 (2014년 8월) 

인류학과
·전경수 교수 퇴임 (2014년 8월)

지리학과
·유근배 교수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겸보 (2014년 7월)

언론정보학과
· 이은주 교수 언론정보학과장, 연합전공 정보문화학 전공주임 겸보 

(2014년 4월)

교수 동정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 김재호(행정실장) (2013년 3월)

· 주은영(서무일반 및 시설 담당) (2013년 4월)

· 서미연(학장부속실) (2014년 3월)

· 정상구(서무,학생,기획 총괄) (2014년 4월) 

사회과학대학 학과(부) 
· 최명자(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2013년 3월)

· 변순복(사회학과) (2013년 12월)

· 최숙희(심리학과) (2013년 12월)

· 박미경(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4년 4월)

· 강민석(경제학부) (2014년 4월)

· 강현술(인류학과) (2014년 4월)

사회대 도서관 행정실 
· 이성열(도서관업무총괄) (2013년 12월)

· 유순영(상호대차,기증도서접수) (2014년 6월)

· 송성웅(전산 및 시설) (2014년 9월)

정치외교학부 박찬욱 교수가 제24대 신임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찬욱 교수는 3월 23일부터 학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

으며 앞으로 2년 동안 학장직을 맡게 된다. 박찬욱 학장을 도와 

2년 동안 사회대를 이끌어갈 4명의 학장단도 구성되었다. 인류

학과 권숙인 교수가 교무부학장을, 지리학과 손정렬 교수가 학

생부학장을, 경제학부 박지형 교수가 기획부학장을,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가 도서관장직을 맡게 되었다. 사회대 학장단은 새

로 위촉한 9명의 사회대 발전위원회 위원과 함께 사회과학관련 

우수 연구활동 지원, 시민강좌 개설을 통한 지역 봉사, 학문 후

속세대 지원, 사회과학대학 Zone 설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대의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회과학대학 학장단 

박찬욱(학장), 권숙인(교무부학장), 손정렬(학생부학장), 

박지형(기획부학장), 이재열(도서관장) 

·사회과학대학 발전위원회

이봉주(위원장), 김의영, 조동준, 안동현, 배은경, 강정원, 

곽금주, 박수진, 이재현(위원)

제24대 사회과학대학 신임학장 취임

직원 동정 (2013년 3월 이후 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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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학과 이철주 교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커뮤니케이션학

과의 이철주 교수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신규 임용되

었다. 이철주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건강 커뮤니케

이션, 미디어 효과에 대한 다층적 접근, 커뮤니케이션 

연결망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것이다. 이철주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매우 촉망받는 신진 학자로,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학문적 

우수성이 탁월하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 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언론정보학 박사(박사논문 

   「Media, Social Capital, and Health Information Diffusion: A Multilevel Approach」)

·School of Communication at the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조교수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조교수 

경제학부 최승주 교수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경제학부의 

최승주 교수가 차세대 우수학자로 신규 임용되었다. 

최승주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실험경제학과 행동경

제학이며 최근 “Network Architecture, Salience and 

Coordination”(with Douglas Gale, Shachar Karivc, 

Thomas Palfrey), “A Cognitive Herarchy Model of Learning in 

Networks” 등 네트워크 이론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SSCI급 학술지

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제학 5대 저널 중 하나인 ‘Review of 

Economic Studies’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관련분야에서 세계

적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중진학자이다.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College London 조교수 및 부교수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사회학과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김석호 교수를 부

교수로 신규 임용한다. 김석호 교수는 2008년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사회학 전공

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

서 조교수로 재직해왔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치사회학

으로 2014학년도 가을학기에 학부수업인 ‘사회통계’를 영어로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약력>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석사

·University of Chicago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Voluntary Associations, Social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실장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경제학부 서명환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경제학부의 서명환 

교수가 본교 경제학부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서명

환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이다. 서명환 

교수는 최근 “Testing for structural stability in the 

whole sample”(with Javier Hidalgo), “Testing for non-nested 

conditional moment restriction using unconditional empirical 

likelihood”(with Yoon-Jae Whang and Taisuke Otsu) 등 다수의 논

문을 SCI/SSCI급 학술지에 게재하여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주요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조교수

신임교수 소개

2014 사회대 해오름제

2014년 5월 31일 버들골과 사회대 아고라 광장에서 2014 사회대 해

오름제가 열렸다. 낮 시간동안 진행된 1부 운동회에서는 짝피구, 계마

전 등 5개 종목에서 각 과/반 학생들 간 대항전이 펼쳐졌으며, 저녁 

시간의 2부 공연에서는 언론/꼼반, 사회/惡반, 경제A/불꽃반에서 준

비한 재기발랄한 과/반 공연과 함께 바람몰이, GoAhead, Triple-H, 

소나무 등 사회대 소속 동아리들의 화려한 공연이 이어졌다. 주말이

었던 데다 날씨마저 굉장히 무더웠지만, 1, 2부에 걸쳐 200명에 가까

운 많은 사회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땀 흘리고, 공연을 즐기

고, 수육과 막걸리도 나누며 화합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2014 사회대 여름농활

충청북도 옥천군 농민회와 학생회가 함께한 농민학생연대활동이 

2014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약 

150명의 사회대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농활에서 학생들은 농촌과 농

민의 삶을 이해하고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연대의 의미에 대한 고민

을 나누는 한편,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소중한 추

억들을 많이 남겨갈 수 있었다.

학생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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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부 진입생 환영회 개최

정치외교학부는 2014년 3월 12일 ‘진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사회

과학계열에 입학했던 학생들 중 총 83명이 정치외교학부에 진입하였

다. 진입생들은 이 날 열린 환영회에서 정치외교학부 교수들과 함께 

향후 진로, 학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정치연구소 기획 특강 시리즈 

한국정치연구소는 2014년 4월 14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조선의 정치

에서 오늘을 읽다” 라는 주제로 기획 특강 시리즈를 개최했다. 이번 

시리즈는 조선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보고, 현대 정치학적 시각에서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우리 정치에 주는 함의를 찾기 위

해 열렸으며, 지난 강연 자료는 한국정치연구소 홈페이지(www.ikps.

or.kr) 학술활동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소식

 강연일                 강연제목               강  사

 4월 14일 조선의 정치제도와 체제의 지속성 영남대 김영수교수

 5월  7일 파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원택 박사

 5월 21일 조선의 통치계급: 정치인과 관료 조선일보 문화부 이한우 부장

 5월 27일 조선의 정치 소통 구조 국민대 최진홍 박사

 6월  9일 조선의 지방정치 연세대 오영교 교수

외교학전공 해외학술답사-러시아 극동지역

외교학전공의 해외학술답사가 2014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

일간 러시아 극동지역 일대(하바롭스크,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해외학술답사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

한 “국제정치 길잡이” 과목을 통해 한학기 동안 지역에 대한 수업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다. 6명의 교수와 34명의 학부생, 

5명의 조교가 함께하였고, 레닌광장, 극동박물관, 혁명광장, 하바롭

스크 한인 유적지, 극동연방대학교, 극동군관구사령부 등 사전 답사

자료집을 통해 공부한 러시아 근대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였다.

히토츠바시대학교와 국제교류세미나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외교학전공과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와의 국제

교류세미나가 2014년 6월 21일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에서 진행되었

다. 이번 국제교류세미나에는 외교학전공 신욱희 교수와 히토츠바시대

학교의 료 오시바(Ryo Oshiba) 교수를 비롯한 8명의 교수와 72명의 학

생, 3명의 조교가 참여하였으며, 국제정치경제, 안보, 문화교류, IT/미

디어 등에 관해 폭넓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이후에는 일본 학생

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014년 선배와의 대화

2014년 6월 11일 사회대 국제회의실에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

다. 이 날 행사에는 코이카(우간다, 콩고 파견)에서 근무하고 현재 미

국 American University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하윤빈(외교 98) 

선배를 초청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 및 진로에 대

한 조언을 얻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2014년 외교학전공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

2014년 5월 14일 사회대 국제회의실에서 외교학전공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에서 근무 중인 김민선(외교 

97), 이지윤(외교 96) 서기관이 참여하여 진로와 전공에 관해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외교부 업무와 진로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

를 나누었다. 이 날 행사에는 외교학전공 조동준 교수를 비롯하여 학

부생 40여명이 참여했다.

제7차 정치·외교 포럼 개최

지난 5월 20일 서울대학교 16동 국제회의실에서 제7차 정치·외교포

럼이 열렸다. 제7차 정치·외교포럼의 주제는 “현대한국인의 탄생”으

로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의 최정운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에는 교수진과 대학원생, 학부생 등 다수의 청중이 참석해 현대 

한국 역사 속에 한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를 다면적 시각

에게 고찰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제2회 만청논문상 시상

7월 25일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에서 주관하는 만청논문상 수상자

로 학부생 김유정(외교 07), 김후신(외교 복수 11), 송재호(외교 09)의 

논문이 선정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만청논문상은 2013학년도 1학

기부터 하영선재단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공필수과목 중 하나

인 ‘국제정치연습’에서 제출된 학부졸업논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과

정을 통해 선발된 3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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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2th SJE-KERI International Symposium

 2014년 7월 2일과 3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경제연구소, 서

울대 경제연구소,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제22회 SJE-KERI 

International Symposium’이 개최되었다. “Recent Issues in 

Macroeconomics; Post Financial Crisis”라는 주제로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학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본 학술행사에서는 특별히 신흥시

장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프레임

워크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SSK International Workshop on Asia and World Trade

2014년 6월 27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SSK 국제경제질서

팀과 위험관리프로그램 주최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

주, 한국, 스코틀랜드, 미국, 일본 등 세계 8개 대학에서 11명의 교수

가 참여하여 “아시아와 세계 무역”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를 발표하

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Workshop on Distributive Justice, Institutions, and Behavior

 2014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 간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SSK사업단과 국제경질서 SSK 사업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플러스사업 주관으로 “DISTRIBUTIVE JUSTICE, INSTITUTIONS, 

AND BEHAVIOR” 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됐다.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Mechanism Design Theory”, “Political 

Economy”, “Fair and Optimal Institution Design”, “Game Theory 

and Applications”라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Dartmouth/SNU workshop on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Institutions

2014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 간 SSK 국제경제질서팀(아시아연

구소 위험관리프로그램)과 Dartmouth 대학 및 Tuck School of 

Business의 공동주최로 Dartmouth 대학에서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Institutions”을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Arnaud 

Costinot(MIT),  Giovanni Maggi(Yale), Pinelopi Golberg(Yale), Robert 

Staiger(Wisconsin visiting Dartmouth), Kyle Bagwell(Stanford), Alan 

Sykes(NYU) 등 국제무역 및 통상법 분야의 저명 학자 35분이 참석한 이 

학술행사는 국제무역정책 및 제도에 대한 총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경제학부의 박지형 교수와 이지홍 교수가 각각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

하였다.

김진균 교수 10주기 행사

고(故) 김진균 교수 10주기를 맞아, 2014년 2월 14일 서울 명동 

YWCA에서 ‘김진균 선생 10주기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와 함께 <김

진균 평전: 민중을 위한 학문과 실천의 삶>(진인진출판사) 출판기념

회도 열렸다. 평전은 김진균기념사업회가 2005년부터 준비해왔으며 

제자였던 홍성태 상지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집필을 맡았다. 김

진균기념사업회에서는 이날 평전 발간 기념식과 함께 제9회 김진균 

상을 시상하였다. 학술 부문 수상자로 한국전쟁 중 미군의 한반도 폭

격의 실체를 다룬 <폭격>의 지은이인 김태우 서울대 평화연구소 인문

한국(HK) 연구교수를 선정했다. 사회운동 부문 수상자로는 ‘영덕 핵

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의 박혜령 집행위원장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을 뽑았다. 노동운동의 역사 자

료를 모으는 단체인 ‘노동자역사 한내’는 특별상을 받았다. 같은 주 15

일에는 마석 모란공원 김진균 선생 묘소에서 성묘와 평전 헌정식이 

치러졌다.

2014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및 개강총회

2014년 3월 11일 저녁 7시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손창조 학술기금

의 지원으로 사회학과 장학금 수여식 및 개강총회가 열렸다. 이 날 오

갑환 장학금을 고(故) 오갑환 교수의 부인인 정영자 씨가 장미수(학부

13) 학생에게 수여하였고, 김병용 동문은 나음 장학금을 조승규(학부

11) 학생과 이준태(석사12) 학생에게 수여하였다. 사회학과 동문회를 통

해 Fred Shin 사장이 기금을 출연한 통일장학금은 김윤애(석사12) 학

생에게 전달됐다. 이 자리에는 학부생과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학

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장학금 수여와 2014년 1학기 시작을 축하했다.

2014년 사회학과 전공연수회

2014년 4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사회학과 교수들과 학생 40여명이 

파주 지역으로 전공연수회를 다녀왔다. 이번 전공연수회는 학부학생

들이 구성한 준비위원회(강우송(13), 김두희(13), 염주민(14), 이성진

(14), 장효민(14))의 헌신적인 준비 속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느끼기 힘

든 분단의 현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

며, 분단이 어떤 방식으로 관광화되는가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기

획으로 이루어졌다. 11일 오전에는 DMZ 지역 내 임진각, 제 3땅굴, 

도라산역을 관람했고, 오후에는 DMZ의 생태적 재현을 표방하는 벽

초지문화수목원을 관람했다. 저녁에는 영화 <작은 연못>을 시청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일 오전에는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을 관람하면서 분단과 평화를 통한 관광화와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학과 소식

경제학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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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오키나와 국제학술회의

인류학과는 2014년 5월 19일 제 9회 오키나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쿠로시오문화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 

하에, 필리핀, 대만, 유구 열도를 거쳐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연안으

로 흘러오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환경적 조건 속에서, 지난 수 천년동

안 이루어져 온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정치경제적 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인류학과 일본 큐슈 해외답사

2014년 인류학과 해외답사가 인류학과 박순영, 전경수 교수의 인솔 

하에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큐슈 지역에

서 진행되었다. 올해 8회를 맞는 인류학과 해외답사는 학생들의 타문

화이해를 증진시키고 인류학의 주요 방법론인 타문화 현지조사를 수

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 답

사 일정은 나가사키 평화공원,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등 나가사

키의 주요 명소, 큐슈국립박물관, 다자이후 텐만구 등 후쿠오카의 주

요 명소, 아리타 도자마을을 답사하는 일정과 학생들의 조별연구 일

정으로 구성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근대시기 동서양의 만남, 큐슈 지

역의 종교, 큐슈의 도자문화, 전쟁의 기억, 음식문화 등 다섯 가지 테

마를 주제로 하여 큐슈 지역의 문화에 대한 현지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2014년 해외답사의 결과물은 <九州>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014학년도 1학기 인류학연구방법실습 보고서 발표회

2014년 1학기 권숙인 교수의 <인류학연구방법실습> 강의 수강생들은 

6월 20일 인문사회계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하

였다. 이 발표회에서는 “몸: 인식, 관리, 표현”이라는 대주제 하에 1부 

“몸: 욕망과 표현의 교차로”, 2부 “몸: 분류와 투쟁의 장”으로 나누어 

총 8개 팀이 한 학기 동안 실습하였던 내용과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

다. 이 연구 결과물들은 8월에 실습보고서로 출간되었다. 이 수업의 연

구보고서 중 하나인 “ ‘성스러운 몸을 지켜라’: 상이군인의 몸을 둘러싼 

상징투쟁”(유기훈, 김나영, 송주영, 이지영)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주

최한 제20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라남도 진도군 일대 답사

2014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경수 교수의 인솔 하에 전라남도 진

도군 일대의 답사가 진행되었다. 본 답사는 진도 지역 마을의 참여관

찰을 통해 수업의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

니라, 해당 지역에 다녀간 이전 세대 인류학자들의 자취 역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본 답사를 통해 다양한 풍속을 

살핌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히고 전통의 유지와 마을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인류학과 소식

2014년 서울대-대만중앙연구원 사회학교류워크숍

2014년 4월 1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2014 서울

대-대만중앙연구원 사회학교류워크숍’이 열렸다. “Post-war 

Experiences in South Korea and Taiwan”를 주제로 박명규, 송호

근, 장덕진 교수의 발표와 대만중앙연구원 교수들의 발표가 진행됐으

며, 서울대 사회학과와 대만중앙연구원의 교수 및 대학원생, 학부생

들이 참석하여 학문 교류의 기회를 나누었다.

사회발전연구소 학술지 “Development and Society” SCOPUS 등재

서울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의 대표 학술지인 “Development 

and Society”(편집장: 박경숙 교수)가 국제적으로 유수한 인용등재사

이트인 SCOPUS에 등재되었다. “Development and Society”는 사

회, 정치, 경제, 문화적 주제들을 다루는 영문 학술지로, “Bulletin” 

(1972년~1989년 발간)과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1990년~1997년)를 전신으로 하여 1998년부터 발간되

고 있다. 출간일은 6월과 12월로 1년에 2번 발행된다.

2014년 사회학과 동문걷기대회

2014년 6월 4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사회학과 동문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사회학과 동문들과 동문가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동문걷기대회는 캠퍼스 걷기 행사로 시작하여 장기자랑, 레크리에

이션, 경품추첨 등 동문과 동문가족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이번 걷기대회는 사회학과 90학번 졸업생들의 

주최와 기금 출연으로 이루어졌다. 

2014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Facing an 

Unequal World: Challenges for Global Sociology”를 주제로 2014년 

세계사회학대회가 열렸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는 한상진 명예교수, 

임현진 교수 등 교수 6명과 박해남 등 대학원생 7명이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세계 학자들과 교류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현지

수 국제화 조교와 성연주(석사과정)가 세계 사회학과 전람회에 참석

하여 사회학과와 사회발전연구소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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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학부생 M.T  

2014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서울시립대 강촌수련원

에서 심리학과 학부생들의 총 M.T가 진행되었다. 신입생과 진입생을 

포함한 80여명의 학생들이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재학생 선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심리학과 대학원생 세미나 

2014년 6월 13일 16-M동 5층에서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종강을 기념하면서, 최신 심리학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자 모인 자리였다. 30여명의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였으

며, 서로 다른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심리과학연구소 콜로퀴움 - Dr. Manila Vannucci

2014년 6월 26일 심리과학연구소에서는 이탈리아의 University of 

Florence에 있는 Manila Vannucci 교수를 모시고, “Individual 

differences in visual object imagery: A new dimension of visual 

cognitive style”이라는 주제로 콜로퀴움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소에서는 한 학기동안 2회의 콜로키움과 3회의 집담회를 더 실시

하였다.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의 많은 참여로, 활발한 토

론이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심리학 연구의 다양한 응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부 

전공간 협력의 필요성도 확인하게 되었다. 

심리과학연구소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교실 여름학기’ 개최

심리과학연구소는 한국심리학회의 지원아래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

교실 여름학기’를 개최하였다. 8월 4일부터 9일까지 3일씩 2차에 걸쳐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고등학생 450여명이 참가하여 심리학개

론 강의를 들으며 전공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리학교실에서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민희 교수와 우리학교 심리학과 박형생 박

사, 장석환 박사가 “삶의 문제와 앎의 문제”라는 큰 두 주제로 심리학

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 소개하였고, 수업의 일환으로 언어심리연

구실의 대학원생들이 Eye-tracking 실험을 시연하여 학생들의 흥미

를 더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심리학과 학과장인 박주용 교수가 심리학

과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호기심어린 질문

들이 활발하게 쏟아졌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심리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20명이 도우미로 나서 참가 

고등학생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심리학과 소식

인류학과 사람들 만남의 날 개최

2014년 5월 9일, 사회대 대회의실에서 ‘인류학과 사람들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사회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인류학과 

소속 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다전공 학생 등 70여명의 인류학

과 구성원들이 참석하였다. 학과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와 구성원 소

개를 통하여 한 자리에 모두 모이기 힘든 인류학과 사람들 간의 단합

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류학과 전경수 교수 정년퇴임기념 고별 강연 및 공연 

인류학과 전경수 교수가 2014년 8월 정년퇴임하였다. 인류학이 한국

적 토양 위에 성립되고 발전되도록 교육, 연구 측면에서 헌신해 왔던 

전경수 교수는 2014년 5월 28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강연을 

진행하였다. “직업으로서의 인류학”이라는 제목 하에 서울대학교 박

물관 강당에서 열린 고별강연회에는 동료 교수와 학생, 제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전남 진

도군 지산면 소포리의 민속음악단이 준비한 “세월을 씻어라: 진도사

람들의 씻김판”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공연이 펼쳐져 더욱 그 의미를 

더해주었다. 1982년 9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부임한 이래로 현직

에서 32년간 봉직한 전경수 교수는 그간 다수의 논문을 비롯, 수많은 

공저와 단독저서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주제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모색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 특히 제주와 오키나와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 대한 연구와 생태인류학적 연구들을 수행하였

으며 인류학사의 정리에도 몰두하여 한국 인류학의 지평을 종횡으로 

넓혔다. 제주학회 회장, 진도학회 회장,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을 역

임하였으며, 현재 근대서지학회와 유구·오키나와학회 회장을 역임

하고 있다. 전경수 교수는 퇴임 후에도 후학 양성 및 인류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년퇴임기념 고별 강연 후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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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과 춘계 정기학술답사 - 울릉도·독도

지리학과는 2014년 3월 25일부터 28일에 걸쳐 “울릉도·독도 with 

Geo-Spatial Technology(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울릉도·독도)”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답사를 진행하였다. 유근배 교수님과 이건학 교수의 

인솔 하에, 학부생 56명, 대학원생 6명이 답사에 참가하였으며 이번 

답사에서는 스마트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답사를 기

획하였다. 증강현실의 초보적인 단계인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으로 답사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트랙로깅

(tracklogging)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답사경로를 확인해보기도 하였

다. 또한 파노라마 사진과 지오태깅(geotagging)을 이용하여 답사지

역의 좌표를 확인하고 이를 지오블로깅(geoblogging)에 활용하여 답

사 참여자들과의 즉각적인 상호작용 및 피드백 작용을 거치는 등 최

신 지리정보 기술을 답사과정 전반에 활용하였다. 본 답사는 기존 하

드카피 형태의 지도 및답사자료집과 비교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 함께 일상적인 도구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을 답사나 야외활동에 활

용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4 지리학과 대학원 정기답사

지리학과 대학원은 2014년 7월 15일~17일에 걸쳐 지리학과 신혜란 

교수의 인솔 하에 대학원 정기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장소마

케팅된 전쟁기억, 안보시설, 자연자원 - ‘생태’와 ‘기억’은 어떻게 동

원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포천, 강원도 철원 일대를 답사

하였다. 포천시와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 관광 요소를 지닌 지역으로 

과거의 전쟁 기억 및 안보시설을 마케팅 요소로 개발 및 활용하고 있

었으며 배상면주가 등 지역 특산품을 결합시킨 흥미로운 지역이었

다. 본 답사를 통해 지역의 관광 및 장소마케팅 전략과 최근의 동향

을 파악하고 답사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

이었다.

국토문제연구소 200회 콜로키움 개최

2014년 5월 16일 서울대학

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공간

경제연구원, 서울대학교 국

토문제연구소, BK21플러스 

4-ZERO지향국토공간창조 

사업단 주최로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0회 기념 

콜로키움 행사가 개최되었

다. 본 행사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지리학자, 고든 클락(Gordon 

Clark)이 ‘Behavior in context’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기존의 행태경제학 연구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공간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

을 착안하여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과 공간의 역할을 

규명하고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행태는 시공간으로 틀 지워진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4 지리학대회

대한지리학회가 주관하는 2014년 지리학대회가 6월 20일, 21일 양일

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및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지리학

대회는 지리학의 저변확대와 학문발전을 위하여 지리학관련 학술

단체와 국공립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로, 올해

는 “융합시대의 신지리학(Converging in New Geography for Our 

Society and Regions)”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한지리학회를 비

롯한 17개의 지리학 관련 학술단체와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

으며 18개의 특별세션과 11개의 일반세션에서 210여 편의 학술논문과 

강연이 이루어졌다. 또한 포스터경진대회, 5개의 지리학워크숍 등을 

통해 예비지리학자들이 전문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도 하였다. 이 밖에 지리학 원로 초청행사, Wightman 주한 영국대사 

개회식 공개강연, 답사사진전, 지리올림피아드 시상식, 각 학회 총회와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지리학 대회는 700명이 넘는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

학회 및 발표내용 등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신(新) 실크로드 사업단’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신(新) 실크로드 사업단’이 최종 선정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지리학과는 학부생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해외

지역조사연구, 지구적 공간환경 어젠다 국제포럼, 해외지역전문가 인

증제도, ODA 연계형 해외지역연구 인턴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

다. 지리학과는 대학원생 대상의 「BK21플러스 4-Zero지향국토공간창

조사업단」(2013년 선정)과 학부생 대상의 CK-II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지리학과 전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학과 발전기금 헌액식     

지리학과는 4월 29일 12시에 16-M동 2층에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지

리학과 발전기금 헌액판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지리학과 발전기금을 출연해주신 지리학과 이광희 동문(59학번), 박

숙희 동문(60학번) 그리고 퇴임하신 박영한 교수, 김인 교수, 허우긍 

교수를 비롯한 현직 지리학과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다. 

해당 기금을 출연해주신 이광희 동문은 기념인사말에서 지리학과 대

학원생에게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리학과 발전기

금은 총 9억 5천 141만원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리학과의 발전 

및 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지리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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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환영회

사회복지학과는 2014년 3월 27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이 모두 모여 

학기의 시작을 축하하고 친목을 다지는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교

수, 대학원생, 학부생 소개를 시작으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신입생 장

기자랑, 레크리에이션, 시상 및 경품 증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ocial Policy and Practice 워크숍 개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와 사회복지학과 BK21 Plus 팀이 공동 주최한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ocial Policy and Practice”가 2014

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

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미국을 대표하는 북

경大(Peking University), 타타大(The 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 시카고大(University of Chicago)가 공동 참여해 세계화와 

사회적 배제, 사회적 대응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진행했다. 

2014년 1학기 복수(부)전공 학생을 위한 실습과목 설명회

사회복지학과 복수(부)전공 학생을 위한 실습과목 설명회를 4월 30일 

사회복지학과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회복지학과 실습과목은 전

공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이지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

기도 하다. 이에 설명회를 개최해 실습과목 이수를 위해 진행해야 하

는 과목 이수 및 실습기관 선정, 실습준비교육, 기관방문, 실습 진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유익하게 실습과목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학기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세미나 진행

사회복지학과는 경력을 향상하고 연구 및 논문준비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인 대학원 세미나를 매학기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간에는 들을 

수 없는 각종 노하우(논문/학회/취업)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장이기도 한 대학원 세미나는 이번 2014학년도 1학기에 총 2회 진행

하였다. 4월 11일에는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가 “Thriving in 

Graduate Programs: Building a Research Agenda, Writing a 

Dissertation, and Succeeding in Publications”을 주제로, 5월 16일

에는 사회복지연구소 허용창 선임연구원이 “사회정책 비교연구에서 

역사적 방법론의 실제: 비교역사분석의 특징과 사례”를 주제로 세미

나를 진행하였다.

언론정보문화특강 개최

언론정보학과는 매 학기 언론정보, 정보문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언

론정보문화 특강’을 개최한다. 2014년 1학기에는 총 6차례 특강이 있었

다. 2014년 3월 20일에 열린 제29회 특강에서는 변동식 CJ오쇼핑 대표

가 “미디어에 커머스를 입히다”라는 주제로 쇼핑문화의 변천사, 미디어

의 영향 등에 대한 강연을 했다. 4월 3일 제30회 특강에서는 ‘우주인’으

로 유명한 고산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가 “3차 산업혁명과 3D 

PRINTER”를 주제로 창업과 3D 프린터 시장에 대하여 강연을 했으며, 

4월 17일 제31회 특강에는 채널A 이영돈PD와 함께 '먹거리X파일' 프로

그램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1일 제32회 강연에선 “청춘 기업

이 바꿔가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핸드스튜디오의 안준희 대표가 ‘한국

의 구글’이라고 불리게 된 착한 경영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5월 15일에

는 박지영 전 컴투스 대표가 “벤처로 10년간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5월 

29일에는 정연순 변호사가 “사법부는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언론정보학포럼 개최 

언론정보연구소는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대학원

생 및 연구자들에게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최근 동향 및 성과를 알리는 

언론정보학포럼을 매달 개최한다.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들로 이루어지

는 유연한 분위기에서 대학원생들은 학계 및 언론 현장의 다양한 최신 

이슈들을 접하게 된다. 2014년 1학기에는 총 3회의 포럼을 진행했다. 

제95회(4월30일) 포럼에서는 새로운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제안한 연

세대 김주환 교수의 강연이 있었으며, 제96회(5월12일) 포럼에서는 세

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뉴스의 가치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손석희 

JTBC 사장의 강연이 있었다. 제97회(6월25일) 포럼에서는 개인로그 분

석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살펴본 이중식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

학원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3회의 포럼 모두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

여 속에 이루어졌다. 

학부생 수상소식 

2014년 2월, 제8회 MTN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공모전(KUCF)에서 언론

정보학과 지연태(학부09), 임여훈(학부11), 소인지(학부12), 고희준(학부

09) 학생이 ‘머니투데이방송사장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4년 4월 

26일 대한킥복싱협회에서 주관하는 서울특별시킥복싱협회장배 <전국

킥복싱대회>에서 언론정보학과 성연우(학부07)학생이 ‘전통무술 로우

킥’종목, 체급 63.5kg (대학생, 성인남자부)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다.

여성학협동과정 학생학술포럼 ‘학부-대학원 젠더연구네트워킹’ 개최

여성학협동과정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학부생들과의 젠더연구를 도모

하기 위해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2회째 ‘학부-대학원 젠더연구네

트워킹’을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생

들이 자신의 연구관심을 발전시키고 자신과 비슷한 관심을 가진 타인

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여 학부생들에게 여성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미 여성학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젠더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학

부 및 대학원생 발표자 15명을 비롯하여 젠더연구에 관심이 있는 타 

학교 및 타 학과 학생들까지 총 7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는 여

성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과 젠더연구를 하는 대학원생들이 한 자

리에 만나 서로의 연구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자리였다.

사회복지학과 소식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이영돈 채널A PD, 변동식 CJ 오쇼핑 대표 특강 모습

언론정보학과 소식

여성학협동과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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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3월부터 

경제학부에 부임하게 된 홍재화입니다. 

펜실베니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

였고, 그 후 로체스터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8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로체스

터에서는 학부 거시경제학과 박사 과정 

거시, 고급거시를 강의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 14년만에 모교로 돌아와서 돌이켜보니, 오래 전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학부, 대학원 시절 경제학에 대한 열정을 가

르쳐주시고, 유학의 길로 이끌어주신 여러 은사님들, 박사과정 동

안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장학재단, 연구하는 방법 뿐 아니라 

학자로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쳐주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

엔 동료 연구자로 동등하게 인정해주시면서 기뻐하셨던 지도교수

님들, 타지 생활 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선,후배 동료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 소중한 가족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박사과정

과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이제는 오래 전에 

유학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은사님, 선배님들을 모시고 서울대학

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겨우 

첫 학기 강의를 마쳤지만 이미 경제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

한 학생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

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게 조금이나마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약간 생소

할 수도 있는 비동질적 경제주체 (heterogeneous agents)의 경

제행위를 거시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는 전통적으로 경제 내 집계변수들 (aggregate variables, 예를 

들면, 고용, 총생산, 물가 등)의 결정과 변화를 공부하여 왔습니

다. 저의 주요 연구분야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의사결정들이 모두 모여서 집계변수에 반영되는 영향과 

그 후속효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성별, 나

이, 가족구성, 교육수준, 지적능력, 소득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이질적일 수 있으며, 특정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도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경제정책의 거시경제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경제 내 서로 다른 집단의 각기 다른 반응을 살펴

보아야 하고, 이러한 개별 반응들을 모아서 경제전체에 미치는 총

효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

령화, 일인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정 등의 사회현상변화가 경제전

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 재정정책의 세대간, 계층간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전체

의 후생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하

고, 나아가 한국 경제학 발전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랜 타지생활을 정리하고 모교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

는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저는 사회대가 관악캠퍼스의 7동과 그 

주위의 암갈색 벽돌 건물에 입주해 있던 

1988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에는 공

군장교로 충주와 오산 등지에서 3년 반 

가량 근무하면서 제복의 맛과 멋을 그리

고 그에 수반하는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이 후 미국에 건너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의 시간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세상을 보

는 시야를 넓히고, 학자로서 연구자로서의 기본을 배우고, 다양성

의 가치와 다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어바나-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한편으로는 치열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단순하고 평온한 이민자-교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제 연구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스템간 상호연

관과 교차의 규모, 원인,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복합적인 사회서비

스의 이용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집단을 가려내고, 예방적 접근

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복지시스템과 프로그램, 기관간의 연계, 

협업, 통합을 이끄는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 아동보호, 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었는데 예를 들

어, 주거빈곤 가족의 아동보호시스템 연계 종단분석, 보호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불안정 추적조사, 빈곤과 주거 및 건강의 상호작용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근거기반 정책과 실천의 

개발과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전달의 개선에 큰 관

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

지정책과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문제를 예방·완화하는데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접근방법에 자원을 배분하며, 시혜와 

선의, 도덕적 당위, 정치적 이해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

회복지체계의 성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부임하여 이제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15년의 유학과 

이민 생활 후에 귀국한지라 정착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보다는 새로운 경주를 

시작할 때와 같은 설렘과 기대감이 더 큽니다. 실사구시의 연구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경제학부  홍재화 교수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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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수동의 헌책방 골목, 뜻밖의 곳에서 유년시

절과 마주쳤다. 한국엔 “월리를 찾아라”로 번역되어 

나왔던 월리 시리즈 중 제 2권이 매대에 올라 있었

다. 제 짝도 없이 헌책방에 진열된 걸로 봐서 예전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월

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림책의 주인공이다(우리 

동네 인기 있는 오빠 별명이 월리였을 정도다).

책을 사서 찬찬히 읽다가 그 때엔 숨겨진 월리만 찾느라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 제 2권은 월리가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를 거

쳐 미래까지 여행하는 나름의 줄거리, 학습적인 면모가 있는 책이

었다. 한번 이십년 전처럼 진지하게 월리를 찾아봐야겠다는 각오

로 각 시대 미션을 수행하다가 마지막장에 다다랐다. 거기서 월리

는 미래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인간 생활공간으로

부터 외부 자연환경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건물이었다. 

1987년 그림책에서 상상되었던 미래는 그런 것이었나 보다.

오늘날 우리 도시는 월리의 마지막 여행지를 만드는데 기여했을 

아이디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건물들은 옆에서

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바깥과 단절될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자연을 통제하는 것뿐 아니라 같은 층 이웃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

을 수 있게 설계한 아파트가 인기이다. 올해 개봉한 SF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원래 바깥의 풍경이 보여야할 유

리가 굳이 인공 숲으로 보이는 착시효과가 적용된 설정이었다.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 환경운동가인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는 사람이 자연과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하는 

오늘날의 건물들에 통탄하는 작품을 많이 남긴 바 있다. 직선으로

만 뻗은 요즘 건물들과 달리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그의 건축은, 

원래 거기 있던 나무를 그대로 두느라 건물 모양을 바꿀 정도로 

자연환경과 건조환경, 거주자의 삶을 조화시키고 있다. 그의 건축

사상에서 특이한 것은, 대표작 훈데르트바서하우스에서 볼 수 있

듯이, “창문권”을 주장했던 것이었다. “세입자 한 사람이 팔을 뻗

쳐 닿는 범위만큼은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하는” 창

문권을 주장하여, 훈데르트바서하우스 계약서 첫 문장에 명시했

을 정도이다. 

대학교 근처의 똑같이 생긴 성냥갑들을 수년 간 전전한 학생에

게, 비엔나의 훈데르트바서하우스는 너무나 짜릿한 자극이 되었

다. 요즘 대도시에서 귀환을 꿈꾸고 있는 “마을” 개념도 단절되었

던 것들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대도시민의 욕망을 자극한 것

이 아닐까 싶다. 그러고 보면 월리의 첫 장은 석기시대로 시작하여 

이집트 피라미드로 넘어가며 의식주가 점차 화려해진다. 이제와 

석기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지만, 더 유능한 통제력을 자

부할수록 삶이 다른 삶과 자연과 멀어지는 것은 어째서일지. 그나

저나 이제는 월리를 찾아라 그림책도 진지하게밖에 읽지 못하게 

되었나보다. 

지리학과  한윤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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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어떻게 몰락하나: 영국 자유당의 역사
강원택 저 
오름(2013년 12월)

저자는 영국 자유당의 몰락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신뢰를 잃은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의 구현이라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라고 지적하며,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

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영국 자유당의 몰락을 되돌아보면서 민주화 이

후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라는 강력한 제도적 방어막 뒤에서 

폐쇄적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거대 정당들이 그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의 높은 불신과 혐오, 무관심 속

에서 그들의 정치적 생명력이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박원호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4년 5월)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는 현재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여

덟 가지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다양한 관련 행

위자들이 주어진 구조적·제도적 조건 아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각 쟁점의 발전 양태는 행위자들이 어

떠한 전략 아래서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는가에 따라 쟁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슈가 가진 특수성과 그것이 반영하는 미국 

사회와 정치의 보편성을 동시에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슈 자체

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넘어서서 이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의 독특한 정

치제도, 연방-주 관계, 여론과 문화 등 미국 정치·사회의 다양한 측면

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강원택, 박원호 외
사회평론아카데미(2014년 6월)  

이 책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총서로 지방자치의 문

제를 지방의회와 선거제도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선거제도

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실한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

의 민주적 대표성이 실종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인 교

육감 직선제를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만화경 속 미국 민주주의 - 법 제도 과정을 통한 미국 정부와 정치 분석
이옥연 저
오름(2014년 3월)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 자체가 붕괴되는 경험을 겪지 않은 행운

을 누렸을 뿐 아니라, 지난 200년간 헌법체계에 27개 수정헌법을 더한 

상태로 건국 당시의 헌정질서를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

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인은 ‘언덕 위 도시(a city upon a 

hill)’에서부터 ‘세계의 모델(a model to the world)’에 이르기까지 자국과 

자국의 위업인 민주주의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표출한다. 그렇다고 미

국이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보여주었다거나 성공적 민주주의 운용의 

단서를 제시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미국 대통령제를 본뜬 신생국 중 

정상적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사례가 드문 것이 사실이며, 미국조차도 

노예제, 남북전쟁, 인종차별, 이민 제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억류 및 이

주, 반테러전 등 각종 시행착오를 역사에 남겼다.『만화경 속 미국 민주주

의』는 외양으로 그다지 변하지 않은 미국의 실체를 보려는 실험적 산물

이다.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김상배 저
한울(2014년 3월)

이 책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네트워크의 이론과 개념의 원용,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골격 제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경험적 

적용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탐구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 분야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네트워크라

는 틀을 원용해 기존의 이론적 논제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 사

례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노력했다.

영혼 돌봄의 정치 –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박성우 저
인간사랑(2014년 3월)

이 책은 보편성만을 지향하는 정치사상 연구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의 대부분은 우리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들과는 거리가 먼 주제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이 책에 부여한 역할은, 점차 도구화 되어가는 정치의 의미를 ‘어떻

게 살 것인가’라는 철학적 문제와 결부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의 본질적 의미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때 초래되는 정치와 철학

의 갈등이 플라톤 정치사상의 조건이자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이러한 플라톤 정치사상의 특징을 ‘영혼 

돌봄의 정치’로 명명하였다.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사회평론(2014년 4월)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

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

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세계정치」 제20권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

원성』. 이 책은 방법론 논쟁에 대한 이론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존재론과 

인식론의 근본적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정치학에서 방법론적 다원주의

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성찰한다. 또한 탈실증주의 인식론의 출발점과 

현재 국제정치학계가 고민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안보연구에서

의 방법론의 다양화와 의제 확장의 경향을 짚어보며, 외교정책 연구 발

전을 위한 메타이론적 접근을 논한다.

잘! 생겼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우리 현대사
이영훈 저
기파랑(2014년 3월)

이 책은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펴낸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역사»를 

저본으로 삼아 청소년용으로 다듬은 것으로 우익성향, 좌편향, 역사 왜

곡 등과 같은 어른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역사책이 아니라 ‘바른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 그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상처, 그리고 

기적적이라고 찬사 받을 만큼 현명하고 빠르게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사

진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 - 자연사회 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
박우희 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4년 3월)

저자는 새롭지만 흔하지 않은, 흔하지만 새로운 경제원리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원리는 현실 속에서 찾는다. 경제학을 

통해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경제원리를 찾아내어 살아 

있는 정책을 입안, 경제현실을 더 낫게 만든다. 즉, 경제현실에서 원리의 

참모습을 찾아내고 중요변수를 바르게 밝혀냄으로써 이론과 정책을 수

립, 현실을 해석, 이해, 설명,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과학적 방법만

을 다룬 일반적인 경제원리가 아니다. 새 경제원리를 찾기 위해 저자는 

인성, 사회, 정치, 자연, 종교 원리와 함께 어느 책보다 폭넓고 깊게 경제

원리의 뿌리를 철학 및 인지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함께 멀리 가자 -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실천철학
정운찬 저
동반성장연구소(2014년 7월)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동반성장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

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구현할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부터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안,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동반성장 정책, 퇴행적 갑을문화의 

개선방안, 교육에서의 동반성장, 남북한 동반성장, 지역 간 동반성장, 대

형병원과 중소형병원간의 동반성장, 농업 분야에서의 동반성장, 소상공

인과 동반성장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야를 확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처

럼 이 책은 동반성장을 여러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자

인 만큼 학생으로부터 일반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동반성장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교수 신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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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s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임현진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4년 1월)

아시아의 세기를 맞아 기회와 도전의 측면에서 아시아와 중국의 부상을 

균형 있게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과 아시아를 

단순히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아시아와 세계

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과연 강대국 중국

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인 

공생 발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아시아의 발전모델

은 지속가능한지 등의 논의에서부터 교육과 이민, 사회복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에너지 소비

를 늘려가는 아시아 지역이 기후 및 환경 변화, 에너지 문제라는 측면에

서 어떻게 대처하며 또 대처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간과되

어온 부분으로서, 이 책에서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
임현진 공저
나남출판사(2014년 2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바람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세계화의 성과와 함께 그것이 야기한 문제

들-경제위기, 환경위기, 자원위기-을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세계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프로젝트-세계시민,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실천모델을 

제시한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한국에서 삐뚤어진 세계화에 대한 현실 

적합한 대안을 찾는 이 책은 야누스적인 세계화의 모순을 우려하는 많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좌·우파에서 보수와 진보로 
송호근 공저 
푸른역사 (2014년 3월)

「일송 학술총서」 제5권인 이 책은 한림대학교 설립자 고 일송 윤덕선 선

생의 유지를 가리고자 매해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대회를 통

해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나눈 이야기다. 한국정치와 보수, 진보와 미래에 대해 송호근, 양일모, 권

용립, 김상조, 김인영 등의 저자가 함께 이데올로기와 이념투쟁, 보수와 

진보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이야기한다.

이상심리학의 기초
권석만 저
학지사(2014년 2월)

『이상심리학의 기초』는 크게 12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이상심리학의 기

본적 이해를 비롯하여, 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

리장애,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성격장애, 섭

식장애와 물질중독 장애, 정신장애의 치료와 예방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마음에 박힌 못 하나
곽금주 저
쌤앤파커스(2014년 3월)

곽금주 교수의 콤플렉스 치유 이야기이다. 심리학자 융은 “인간의 마음

은 많은 콤플렉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즉 콤플렉스란 성격의 구성 

요소라는 것.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보

편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콤플렉스 18가지를 소개한다. 국민은행 <KB 

레인보우 인문학>, TV조선 <멘탈 콤플렉스>에서 콤플렉스의 깊은 내면

을 밝혀 호평받은 바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콤플렉스의 유래와 원인, 

내면의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신화 및 문학작품의 인물을 통해 한편

의 이야기를 읽듯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다. 

복지국가론 (개정판)
김태성 성경륭 지음
나남(2014년 5월)

1993년에 나온 초판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2개의 장이 새

로 추가되어 전체 18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추가된 7장 “복지국가, 변하

고 있는가?”에서는 최근의 서구복지국가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다루었

고, 16장 “정치경쟁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의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두 시기를 비교ㆍ평가하였다.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조흥식, 장지연 지음
이매진(2014년 7월)

2013년 발간된 «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

를 상상하다»의 후속 격인 책이다. «평화복지국가»가 ‘분단’이라는 

한국의 현실에 주목해 평화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을 포괄적으로 모색

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평화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적 조건

을 따져보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들의 

역량을 가늠해본다.

박근혜 정부 경제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진방, 김유선, 조흥식 외 지음
한울(2014년 1월)

 『박근혜 정부 경제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집권 1년을 넘긴 박근혜 

정부의 경제ㆍ복지정책을 되돌아본 책이다. 제18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와 복지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재벌정

책ㆍ노동정책ㆍ복지정책 등에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

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들과 임기 초에 설정했던 실제 정

책과제를 비교ㆍ분석하고,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

해, 또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봉주, 김기덕 지음
신정(2014년 3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10개 강의와 1개의 부록으로, 전체 

내용을 약 12주 혹은 13주 정도의 대학 강의에서 소화할 수 있게 구성하

였다. 총 3파트로 나누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이해부터 프

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해까지 살펴본다.

비정규 고용과 사회정책 I
구인회, 백학영, 전병유, 이원진 지음
집문당(2014년 2월)

비정규 교육과 사회정책에 관하여 연구한 책. 이 책은 실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비용 격차가 비정규 고용 증가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의 임금격차가 크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증가가 빈곤 등 소득분배에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Software Takes Command) (번역서)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 저/이재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2014년 6월)

이 책은 『뉴미디어의 언어』에서 간략히 소개했던 ‘소프트웨어 연구’를 

본격 전개한다. 마노비치는 세계·인간·데이터가 표상되는 원리, 사람

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소프트웨어가 결

정한다고 본다. 21세기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 원동력이 소프트웨어

라는 것이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은 그 변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일반 독자, 소프트웨어 발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 궤적이 궁금한 미디어 연구자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진화의 원리와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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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시지프의 꿈 

2003년 2월 18일 사회과학대학 03학번 이현진은 입학식을 앞두고 시내로 쇼핑을 나갔다가 귀가 도

중 사망했다.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역내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이것이 마주오던 차량에 전달이 되지 않아 기관사는 불

이 난 역으로 진입했다. 중앙로역에 진입한 기관사는 화재를 인지하고 본부사령실에 보고했지만, 사

령실은 “기다려라”고 지시했다가 뒤늦게 “역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기관사는 승객들을 객차에 가둬

둔 채 마스터키를 빼들고 현장을 떠났다. 구조대는 3시간 동안 현장 진입도 못했다. 이현진은 잠긴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어머니에게 ‘안돼, 안돼...’라는 말만 남긴 채 고인이 되었다. 그날 이후 

이달식 씨는 서울대생 아버지에서 하루아침에 유족이 되었고, 그는 딸의 삶의 궤적을 좇으며 돈을 

내기 시작했다. 먼저 딸의 모교인 대구외고에 1억 원을 내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또 사고현장으로 내려와 자원봉사 활동을 한 서

울대 동기들과 위로의 편지를 보내준 총장에 대한 답례로 서울대에 2천만 원을 기부했다. 그 밖에도 딸의 친구들과 힘을 모아 책을 내고 기념비를 

세우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2천만 원은 졸업할 때까지 4년분 등록금

적지만 지 4년 동안 등록금, 서울대 졸업할 때까지 내야 되는 금액이 내가 대충 계산하니까 그 정도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내놔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제 네 분이 (서울로) 올라갔지요. 사실 총장님을 뵙고 고맙다

고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총장님 뵙기 전에 학장님을 먼저 뵈야 도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예고 없이 말씀도 안 드리고 갔지

요. 그래 사회대 학장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학장님이 어째 왔냐 하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애들이 도와줘서 고맙

고, 4년분 등록금을 내가 학교에다 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더라구요. 책을 사주면 좋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

럼 원금을 보전하면서 도서기금으로 하자 하시고, 이름 짓는 것도 좀 길다고는 하면서도 제 의견을 받아들이시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사회대도서관의 <작은 시지프 이현진 도서기금>이 조성되었다. 당시 기부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일종의 배려가 아니었을

까 생각해서 서울대 발전기금(http://www.snu.or.kr/)에 들어가 기부 신청서 양식을 확인해 보았다. 아니었다. 기부자라면 누구나 돈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해 그 정도의 선택권은 보장되어 있었다. 당시 정운찬 총장과 김인준 사회대 학장이 유족에게 준 특혜는 진심이 담긴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과 갑

자기 찾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것이 전부였다.   

  

작은 시지프는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

얘들이, 지 친구들이 와서 “어..시지프가 왜 이리 됐어?”,“시지프만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라, 왜 시지프냐 물었더니만, 옛날 동화 

주인공 시지프같이 끝없이 인간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서 작은 시지프라 그러더라구요. 난 전혀 몰랐는데, 얘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일기장

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지프스가 걔가 닮고 싶어한 거였고 걔 별명이었더라고요....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 시설에 봉

사활동도 많이 하러 다녔고, 수화를 배워서 지가 수화동아리를 고등학교 다닐 때 만들어서 활성화시켰고, 소록도에도 봉사 활동 갈라고 하

는 거를 내가 지하고 싸워서 결국 못 가게 했는데....지 별명처럼 작은 시지프로서 기억되면 제일 좋지요. 

실제로 기부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4년 2월이었고 기부액의 이자로 집행하는 방식(기본재산집행)으로 기금출연을 했다. <작은 시지프 이현진 도서

기금>의 원금 2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총 470만원이고, 2009년 5월부터 사회대 학과(부)의 신청도서를 받아 300만원 상당 26권의 외국

도서를 구입했고 현재 미집행 이자 잔액은 170만원이다.

기억해주는 것이 부끄럽고 행복하지만, 마무리 짓고 싶어..

슬픈 건 말로 표현을 우예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름 하나는 영원히, 누군가가 그래도 어떤 모퉁이에서 불러주고 기억만 해 준다면, 고인

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기억해주면 행복한 거고, 전화 받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

끄럽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보잘 것 없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야 끝이 있습니까만, 

우리 가족들이 늘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대학하고 관계 없는 사람도 불러서 명예학위를 주는 경우가 간간이 있단 말이지요. 혹시 서울대

에서 기회가 되면, 대학에 큰 누가 안 되면 명예 졸업이라도 가능할라는지 늘 이야기가 나와요. 걔는 학번도 나와 있는 상태고, 재학증명

서도 나오고, 영어는 그 때 텝스 성적 가지고 인정한다 이래서 수학한 걸로 인정받았고, 여러 가지 여건 상 가능할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

다. 대구는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그 때 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당했는데 재학생도 있었고, 입학예정 학생도 있었고, 대구카톨릭 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학생이 많이 있었어요.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봐 모르겠는데 걔들은 이제 얼추 명예 졸업하고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그 때 정운찬 총장님께서 현진이를 영원한 서울대 학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뭐 그거 크게 학교 명예만 훼손이 안 되면 주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Interviewer 인류학과 박사과정  지 은 숙

사회과학대학 <작은시지프 이현진 도서기금> 이달식 씨 기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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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2014. 1. 1 ~ 2014. 8. 12)
2014년 1월 이전에 약정하시고 현재까지 분할 납입하고 계신 분들의 명단도 포함했습니다. (약정금액 기준) 

1억원 이상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사장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이사
이해선  CJ오쇼핑 총괄부사장

1천만원 이상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상하  재단법인 양영재단 이사장 
김유탁  ㈜애드미션 대표이사 
박성훈  ㈜CJ기획실 부사장
박용만  ㈜두산 대표이사회장
박은주  ㈜김영사 대표이사 
성기학  서울상대향상장학회 이사장
오창한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제26기 동문 
윤석헌  재단법인 정민 이사장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왕한석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1백만원 이상 
김미란  강서교육청 장학사
박경서  유엔안정정책센터 이사장 
방정오  ㈜조선에듀케이션 대표이사
신경민  국회의원
이해찬  국회의원
조욱희  SBS PD
조은경  도서출판 늘봄
이형범  법무법인 이산 대표이사
홍봉성  시그나사회공헌재단
Bonum Investment(본음인베스트먼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일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신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남은영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
박길상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
홍성민  서울대 교직원
하정옥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1백만원 미만
강인철  한신대학교 교수
김성묵  TNS Korea 전무
박기용  농협중앙회 팀장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류미향  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 
안계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채규  한국델파이 부사장 
홍두표  한국델파이 부사장 
박기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손정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이건학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판균  서울대 인류학과 동문
임근배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부모

감사장

◦

◦

◦

◦

(유료)

1년

◦

SNU

Sponsor

1백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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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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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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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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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

◦

◦ 프리미엄 검진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10년

◦

◦

◦

◦

◦

◦

◦

◦

◦

◦

◦ (기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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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기부인 명패(대학본부)

기금 명칭 부여

교내 주요 행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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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주차

종합건강검진 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