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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4일 오후 5시, 문화관 중강당(73동)에서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찬욱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조순 초대학장, 성기학 영원무

역 회장(무역 66), 이홍구 명예교수(전 국무총리), 김종서 교육부총

장, 유근배 기획부총장 등 교내외 인사와 사회대 교수, 직원, 학생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성낙인 총장은 “사회과

학대학이 서울대학교의 중심”이라며 “50주년 100주년을 향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덕담하였고 연이어 조순 초대학장과 이홍구 

명예교수(전 국무총리)가 축사했다. 정운찬 전임학장(전 국무총리, 

경제 66)과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무역 66),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

사회사업 66), 이우재 시일무역 대표(경제 72),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무역 72), 이해찬 국회의원(전 국무총리, 사회 72), 최경진 동부

발전 대표이사(지리 73),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무역 75), 김

부겸 전 국회의원(정치 76), 신성범 국회의원(인류 82), 최창원 SK케

미컬 부회장(심리 83),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외교 84), 가수 이적(

사회 92), 이정민 아나운서(언론정보 94) 등 각계 인사들의 축하 영

상 메시지(인류학과 영상동아리 ‘애쓰는 필름’ 제작)도 상영되었다. 

뒤이은 서울대학교 재즈댄스동아리 ‘모르핀(MORPHIN)’의 축하공연

은 객석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기념식 폐회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찬행사가 소담마루에서 열렸다. 

명예교수와 외빈, 학장단, 사회대 교

수들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여한 가

운데 [우측 사진 왼쪽부터 김상연(사

회대 학생회장), 박찬욱 학장, 황수

익(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한상복

(인류학과 명예교수), 박우희(경제

학부 명예교수), 성기학 회장] 케이

크 커팅식을 가졌다.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식 및 만찬

1. 연중 기념 심포지엄
·2015년 9월 11일(금) 오후 사회대·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

   (주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사회변동)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주제: 사회적 경제)

2. 특별강연
·2015년 11월 초(예정) 사회대·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

·주제: 광복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연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3. 교수학사협의회 
·2015년 12월 19일(토)~22일(화) 예정

·장소: 베트남
·문의 : 사회대 행정실(Tel. 880-4068)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제2학기 기념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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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행사 모습들

<축사를 해주신 분들>

<축하 영상 메세지를 주신 분들>

•정운찬 (경제 66, 전 국무총리, 전 총장, 전 학장)

•성기학 (무역 66, 영원무역 회장)

•김종섭 (사회사업 66, 삼익악기 회장, 코피온 이사장)

•이우재 (경제 72, 시일무역 대표, 사회대 동창회 회장)

•하영구 (무역 72, 은행연합회 회장, 사회대 동창회 수석부회장)

•최창원 (심리 83, SK케미컬 부회장)

•조윤선 (외교 84, 청와대 정무수석)

•이   적 (사회 92, 가수, 음악가)

•이정민 (언론정보 94, 아나운서,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해찬 (사회 72, 전 국무총리, 현 세종시 국회의원)

•최경진 (지리 73, 동부발전 대표이사, 지리학과 동창회장)

•윤상직 (무역 75,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김부겸 (정치 76, 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신성범 (인류 82,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

성 낙 인 

(서울대학교 총장)

조    순 

(초대학장, 전 경제부총리)

이 홍 구 

(명예교수,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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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의 발자취와 발전과제’ 심포지엄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4월 24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101동)에서 ‘사

회과학대학의 발자취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사회과학대학의 역사’를 발표하였고, 사

회과학대학의 발전방안(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사회대 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사회과학대

학의 인프라 혁신안(건축학과 백진 교수 연구팀

원 백은주), 사회과학대학의 교육 혁신안(정치

외교학부 조동준 교수)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김은미 교수, 홍기현 교수를 비롯한 참석

자들이 사회과학대학 혁신을 위한 토론을 펼쳤

다. 다음은 대학신문 서우현 기자의 “불혹을 맞

은 사회대, 혁신을 모색하다” 기사 중 ‘사회과학

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대를 발전시킬 혁신

안 발표돼’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사회과학대학 교수 하이킹

2015년 5월 23일 사회과학대학은 관악산에서 교수 하이킹을 계획하

고 관악산 수목원까지 등산하였다. 박찬욱 학장 외 15명의 교수가 참

석한 가운데 열린 교수 하이킹은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을 맞이

하여 사회대 구성원 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

한 행사였다. 

사회과학대학의 정체성과 학문간 융합을 위한 교육

교육 혁신안의 발표를 맡은 조동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학생들

이 자기 전공분야에 따라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을 파편적으로 배우

고 있고, 각 학과가 비슷한 교과과정을 중복해 운영한다는 점을 지

적했다. 이에 조동준 교수는 사회대 공통 교과목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 가칭 ‘사회과학과 나’ 교과목을 개설해 사회과학 자체를 가르

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입문’ 교과목으

로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교육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회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 모색

조동준 교수는 졸업 후 당장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에게 사회 현안

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교육과

정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학부생 3~5명

이 모둠을 구성해 한국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

하는 과정으로 그 목적은 통섭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다. 조동

준 교수는 “캡스톤 프로젝트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

라 말했다.

사회대 공통의 정체성 함양과 지역 다양성에 대한 이해심 고취

교육 부문에 이어 연구, 대외 및 봉사 부문의 발표도 진행됐다. 이

봉주 위원장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사회대 공통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그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연구 프로그램’을 제

시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등의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연구 주제일 

뿐 아니라 사회대의 다양한 전공과 관련돼 통합된 정체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 및 봉사 부문에선 ‘아시아 사회과학

대학생 포럼’이 주목받았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아시아 학생 

40~50여명을 선발해 2~3주간 포럼을 개최하는 내용이다. 이봉주 

위원장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지역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며 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제반 인프라 개선 : 사회과학 존 설정

마지막으로 진행된 인프라 부문의 발표에서 이봉주 위원장은 “사

회대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에 인프라는 열악하

다”며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사회대 신양학술정

보관(16-1동)부터 사회대(16동), IBK커뮤니케이션센터(64동) 등을 

아우르는 사회과학 존(zone)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다 구

체적인 내용은 발전위와 백진 교수(건축학과) 연구팀의 협업을 통

해 설계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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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며 인사 올립니다

  왕  한  석  인류학과 교수

My experience with the Economics Department in SNU

  Elias Sanidas 경제학부 교수

한 달 후면 공식으로 정년퇴임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 아무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 할까요,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아직 철 
안 난 아해와 같은데, 어느새 인생을 다 살아가는 단계에 접어든 듯
합니다. 어쩌면 요즈음 제 처지에 참으로 잘 맞아드는 말이, 어려서
부터 듣던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더 일찍부터 ‘미각지당춘초몽(未覺池塘春草
夢)인데 계전오엽이추성(階前梧葉已秋聲)이라.’는 경구를 가슴 속에 
보다 강하게 새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1985년 1학기에 꿈에 그리던 모과(母科)의 부름을 받고, 영광

스러운 우리 사회과학대학의 교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삼십 
년간 봉직하면서, 7동 연구실에서 십 년을 보내고, 16동의 지금 연구
실에서 이십 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참으로 과분한 
자리에 와서 훌륭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동료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받고, 그리고 우수하고도 열정 있는 수많은 우리 학
생들을 만나 미진하나마 조금씩 공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다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제 작은 학문의 밭을 미력하나마 갈 수 있도
록 높고도 큰 울을 쳐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인사부터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성인이 된 후의 평생을 이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

며 작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정말 거짓이 아니고, 제 스스로 항시 전
생(前生)에 내가 무슨 복을 지어 이 생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사
람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나 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시발(始發)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만나 학문에 대한 동경의 꿈
을 키우고 그 세계로 조금씩 들어온 것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선생님들의 무거운 학은(學恩)을 되새기며, 한없는 존경과 감사
와 그리고 그리움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는 평생을 이 좋은 
대학에서 지내게 된 귀한 시절인연(時節因緣)에 대해 늘 그렇게 감사
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학자이기에 앞서 또 교육자입니다. 이제 정년을 앞

둔 늙은 선생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을 조금 앞서 산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군들이여, 이 아
름다운 세상을 다녀간 귀한 흔적을 만드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오. 그러나 어느 길이나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참으며 노력하는 
것이 그 정도(正道)일 것이오. 부디 참고 노력하여 훌륭한 과업들을 
이루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오.’ 라고.
끝으로 우리 사회과학대학 구성원 모든 분들의 건승과 평안을 빌

고, 그리고 우리 사회과학대학의 드높은 발전을 빌며, 이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This experience is unique in many ways.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n SNU is very large with many professor/colleagues 
and many students. Thus, I had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many of my colleagues and exchange some 
ideas about various issues, educational and social.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kept my interest in them very high due to 
their very high qualities such as motivation and thirst for 
knowledge.
In relation to other Universities I have been with before, the 

SNU Economics students are unique in the sense that they 
generally want to be first in whatever they learn; hence they 
study hard to reach very high levels of performance. Besides 
their hard work, these students also have a high level of 
curiosity, a high level of research motivation, and a high level 
of ambition for further studies.
Another aspect I enjoyed with my students was their class 

participation; they have been keen to say their opinion in the 
class and they enjoyed doing so. Their opinions and answers 
regarding my questions have been in general good, interesting 
and sophisticated. Also, I cannot ignore an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se SNU Economics students: their high 
respect for their professors. This respect is very precious for me 
and I respect them for that.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from writing this brief 

report to give an advice to SNU Economics students; economics 
as a science is a very useful and important science in social 
sciences. Hence studying economics will always be very rewarding 
in planning a student’s career. For example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jobs in many industries when having degrees in 
economics: public departments and institutes,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ig and medium corporations, consul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chools and universities, etc.
My experience in SNU Economics has also been unique 

because it gave me the opportunity to study and research on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This in itself is a privilege 
because Korea is a country that should be copied or mimicked 
regarding its successful economic policies. However, even 
economic development depends primarily on the quality of 
people, and I had in this respect the opportunity to see this 
quality directly through my communication with Korean people, 
either at University level or at other layers of Korean society. In 
general regarding my research while in SNU Economics, I have 
been prolific in publications in both SSCI and other types of 
journals.  
 Finally other aspects of my unique experience in SNU 

Economics include the beautiful campus of SNU, where life is 
smooth amongst trees and green footpaths; very lively subway 
stations around SNU with many restaurants and shopping 
outlets; the particular fame of SNU Economics to most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which makes it an honor to be part of it 
as a professor (or student); the opportunity I had to be 
interviewed by Arirang TV or to be invited to radio programs 
mainly because of this fame; etc.  
 Overall, it is a pleasantly memorable experience to 

have been professor at SNU Economics during the last 6 years 
or so. I wish it could continue for mor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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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이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로 선정

경제학부 이근 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15

년 7월 10일 개최한 총회에서 제60회 대한민국학술

원상 수상자 6명을 선정하였는데, 사회과학부문에

서 경제학부 이근 교수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대

학민국학술원상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기

초, 응용)부문에서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자에게 수여되고 있는 상으로서 올해까지 총 

23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사회대 소속 교수로서 이전의 수상자

는 제43회(1998년)에 수상한 신용하 교수이다.

경제학부 이지순 교수 제45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선임

경제학부의 이지순 교수가 2월 24일 연세대학교에

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5대 한국경

제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지순 교수는 1985년부

터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30년 간 거시경제

학, 경제성장론 등의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또한 한국계량학회장(2002년), 한국금융학회

장(2006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2008년) 등을 역임하면서 거시

경제이론 및 경제성장론 분야에서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도 기여해 왔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학문적 토양을 마련하고자 

1952년 11월 부산에서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창립한 학술단체로, 

현재 한국 경제학 관련 분야의 연구자 45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

고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 2014년 Coghlan Prize 수상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2014년 Coghlan Prize를 

수상하였다. Coghlan Prize는 매년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에 게재된 논문들 중 심

사를 거쳐 최고의 논문을 투고한 저자에게 수여하

는 상이다. 이영훈 교수는 “Economic Stagnation 

and Crisis in Korea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라는 논문을 2014년 3월에 투고하여 Coghlan 

Prize를 수상하였다.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

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학자를 지원하여, 우

수학자가 저술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 업적을 집대

성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의 연

구비를 지원받아 "건강과 인적자본형성의 생애초기 결정요인: 한국

의 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

정이다.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 제45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가 ‘제45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 45회째를 맞는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으로,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현실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학자들에게 주는 최고 권

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영섭 교수는 일정한 

규칙 아래 경매를 통해 서비스 순서를 정하는 경우, 

어느 위치부터 경매를 붙이는가에 따라 고객들 간 

자원배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힌 ‘Auctioning 

and selling positions : A non-cooperative 

approach to queueing conflicts'를 경제학 분야 최고 학술지로 손꼽

히는 『Journal of Economic Theory』에 작년 5월에 게재하는 등 열정

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수상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ICT사회정

책연구센터는 2015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K-ICT 미래인

재포럼 2015’ 시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선도적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도 기업과 

교류하며 인재 교육방식을 혁신하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야 한다는 취지 아래 대학 ICT연구센터의 성과 확산을 격려하기 위

해 마련됐으며,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대학 ICT 연구센터 중 연구 실

적이 우수한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대 ICT사회정책연구센

터는 이날 포럼에서 미디어 공정성에 관한 연구(윤석민 교수 연구팀)

와 로봇저널리즘에 관한 연구(이준환 교수 연구팀)를 발표하였다.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주임 겸보 (2015년 8월)

·임혜란 교수 여성연구소장 겸보 (2015년 9월)

경제학부 

·Elias Sanida 교수 퇴임 (2015년 2월)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 협동과정 여성학전공주임 겸보 (2015년 9월)

인류학과

·왕한석 교수 퇴임 (2015년 2월)

·정향진 교수 인류학과장 겸보 (2015년 9월)

언론정보학과 

· 강명구 교수 중국전매대학 특별초빙교수(종신특임교수) 발령 (2015년 5월)

·강명구 교수 아시아연구소장 겸보 (2015년 9월)

·윤석민 교수 언론정보연구소장 겸보 (2015년 9월)

사회과학대학 이혜경 행정실장 전입 (2015년 7월)

이혜경 행정관이 2015년 7월 행정실장으로 전입하
였다. 이혜경 실장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0년부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면
서 장학과, 교무과, 생활과학대학 등에서 다양한 경
험을 쌓았다. 사회과학대학에는 두 번에 걸쳐 9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사회과학대학 김재호 행정실장 명예퇴직 (2015년 6월)

·사회과학대학 정상구 서무주임 행정관 승진 (2015년 7월)

   교수학습개발센터 행정실장 발령 

교수 소식

직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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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Yves Gueron 교수 

Yves Gueron 교수가 2015년 9월 경제학부 조교수

로 임용될 예정이다. Gueron 교수는 2005년 프랑스 

렌 제1대학교(Université de Rennes 1)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6년에는 런던 정경대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제학

(Econometrics and Mathematical Economics) 석사학위와 

National School of Statistics and Information Analysis에서 통계

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3년에 런던대학교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

는 미시경제학 및 게임이론이다. 부임 이후 첫 학기인 2015년 가을학

기에 Gueron교수는 학부에서 <미시경제이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약력>
- 렌 제1대학 경제학 학사
- ENSAI(Ecole Nationale de la Statistique et de l'Analyse de l'Information), 통계학 석사
-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계량 및 수리경제학 석사
- 런던대학교 UCL, 경제학 박사
- 서강대학교, 조교수

인류학과 Olga Fedorenko 교수

인류학과는 2015년 2학기 Olga Fedorenko 교수를 

외국인 교수로 신규 임용한다. Olga Fedorenko 교

수는 2012년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에서 East Asian Studies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후,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재직해왔다. 

올가 페도렌코 교수는 한국의 광고 산업, 대중문화, 미디어와 젠더 

등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2015년 2학기에는 대학원에서 

<한국문화연구>를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약력>  
-  Moscow State University Korean Studies, Institute of Asian & African Studies 학사 
-  연세대학교 MBA 
- University of Toronto Asia-Pacific Studies and East Asian Studies 석사 
- University of Toronto East Asian Studies 박사 
- New York University 조교수

인류학과 채수홍 교수 

인류학과는 2015년 2학기 채수홍 교수를 신규 임용

한다. 채수홍 교수는 2003년 뉴욕시립대학교(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인류학 박사학

위를 취득한 이후, 전북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로 재직해왔다. 채수홍 교수는 베트남, 노동

자와 정치경제학, 일과 산업의 인류학 등의 주제를 중심적으로 탐구

해왔다. 2015년 2학기에는 학부에서 <세계화와 문화변동>을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약력>
-  서울대학교 인류학 학사  
-  서울대학교 인류학 석사 
-  뉴욕시립대학교 인류학 박사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신임교수 소개

학생 소식

2015년 사회과학대학 해오름제

지난 5월 28일, 사회대 앞 광장 아고라에서 봄 축제인 해오름제가 열

렸다. 해오름제는 학생회 출범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로, 올해는 낮 시

간의 장터 및 인권부스와 저녁 시간의 동아리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팥빙수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고, 저녁 공연에는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사회대 동아리들

의 공연을 함께 즐겼다. 사회과학대학 40주년에 걸맞게, 사회대 학우

들이 하나되어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2015년 사회과학대학 여름농활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3개 면에서 2015년 

여름농활이 진행되었다. 농활은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줄임말로, 사회

대 학생회는 농민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

에 공감하고 함께하기 위해 매년 여름마다 농활을 진행해왔다. 올해

의 경우, 연인원 120여명의 사회대 학생들이 총 5개 마을로 나뉘어 

농활을 진행하였다. 농활을 통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한국 농촌의 현

실을 목도하면서, 농민과 학생의 연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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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전기 정치외교학부 학위수여식

정치외교학부는 2015년 2월 26일 박물관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정치학전공에서는 학사 26명, 석사 8명, 

박사 1명을 배출하였다. 졸업생들은 정치학전공 대학원, 외교학전공 

대학원,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공기업, 사기업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였다. 

기초연구기반조성사업 최종발표회

4월 4일 정치외교학부 기초연구기반조성사업 최종발표회가 진행되었

다. 총 8개의 패널이 마련되었고, 정치외교학부 26명의 학생들은 학

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등재할 논문들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지난 1년간 진행된 사업의 최종 결과물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지역조사연구 - 영국 런던

정치학전공에서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 7박 8일 간 영국으로 해외

답사를 다녀왔다. 김영민 교수의 인솔 하에 1명의 대학원생과 5명의 

학부생이 영국정치의 현장을 견학하였다. 학생들은 답사 출발 전에 

보고서 작성 및 세미나를 통하여 정치사상, 국제정치, 비교정치 연구

의 접근방법들을 학습하였다. 영국에서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

원, 국회의사당, 옥스퍼드 대학 등을 탐방하고, 런던정경대학에서 개

최되었던 New Histories of Political Thought: Uses of the Past in 

and from the “Non-West“ 학회에도 참석하였다. 

사회과학대학 소식

제69회 후기 학위수여식

사회과학대학 교직원 학사협의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사회과학대학 소속 아시아연구소로 이전

사회과학대학 우수 졸업자 명단
·최우수 졸업: 오령하(경제학부)
·최우등 졸업:  권준희, 김동욱, 선우세원(이상 정치외교학부), 김동훈, 김병렬, 김영훈, 엄정연, 이민호, 이병우, 이성경, 정지혜, 황영재, 황재현(이상 경제학부), 권오재, 김민재, 이소은(이상 사회학과), 김지선

(인류학과), 전효준(심리학과)
·우등 졸업:  강병수, 박상보, 박준후, 서정훈, 오정은, 유상혁, 이수영, 장세정, 전다솜(이상 정치외교학부), 권해석, 김문구, 김민경, 김민정, 김수정, 노경수, 노혜란, 박성현, 송준호, 안재영, 우한솔, 이동희, 

이재연, 이준철, 이지섭, 장준희, 정계진, 정찬경, 정창욱, 채정헌, 최봉준, 최성현, 한종석, 홍윤정(이상 경제학부), 강주인, 김푸르나, 심재홍, 임유민(이상 인류학과), 김종웅, 김철민(이상 지리
학과), 이기원, 이상향(이상 사회복지학과), 박종훈, 백시온, 이혜진, 주용석, 최명수(이상 언론정보학과)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소식

제69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878명, 석사 969명, 박사 524명 

등 총 2371명이 학위를 받았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졸

업생 여러분들은 높은 이상을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이 사회의 변화

를 주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스스로 좋은 삶을 추구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삶을 영위하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이후 사회과학대학은 각 학과(부)별로 졸업식 행사

를 진행했다. 사회과학대학은 학사 126명, 석사 72명, 박사 19명을 배

출하였고 수석졸업자 오령하(경제학부)를 비롯하여 18명의 최우등 졸

업자와 46명의 우등 졸업자가 수상했다.

사회과학대학은 행정실 및 학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5

일 강원도 강촌 일대에서 교직원 학사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교직원 

학사협의회는 매년 봄마다 교육 및 학생지도의 효율적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대학발전을 도모하고 직원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개최

된다.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행정실과 학과 직원들 18명이 참석하

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12일,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하 KOSSDA)

과 자료원 사업 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KOSSDA

의 양적, 질적 데이터의 수집과 아카이빙,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교

육, 연구, 국제교류 등의 사업이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었다. 

KOSSDA는 1970년대 제화업계를 양분했던 구두 업체 에스콰이아의 

故이인표 회장(1922~2002)이 만든 비영리공익 재단이다. 이번 협약

으로 KOSSDA는 아시아연구소에 자료원 관련 사업을 일임한 뒤, 도

서관 사업을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아시아연구소는 이번 사업 이관을 계기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회과

학 연구의 요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아시아 주요 대

학과 협력체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과학 아카이브를 구축, 국가ㆍ사

회 통계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개발도상국이 통계자료를 축적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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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부 페스티벌

제1회 정치외교학부 페스티벌(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estival, PIF)이 5월 13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PIF 1부에서는 정치학전공, 외교학전공 자치회가 준비

한 퀴즈대회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정치외교학부 화합의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Global Leaders 

Program, GLP) 발족식과 선배와의 대화(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는 김진구(외교 85, 산성엘앤에스 대표이사), 전상훈(정치 

85, 이지스 커뮤니케이션 대표), 황영철(정치 85, 제19대 국회의원), 

장형원(외교 85, MBC 교양국 PD), 이경아(외교 91, 외교부 인권사회

과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정치외교학부 85학번 동문들의 기금 출연으로 발족된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은 기존의 정치학, 외교학전공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어서 

정치외교학부 전 학년에 걸쳐 배움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

벌 리더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치외교학부생들에게 ‘글로벌(global)’ 

마인드를 키워주고, 공공부문에서 차세대 ‘지도자(leaders)’로 봉사할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것이다. 

1학년에게는 선배들과의 토크콘서트 또는 공연·강연을 제공하고, 2

학년에게는 학부 교과목(<세계 정치의 현장>, <국제정치의 길잡이>, 

<글로벌 리더십 특강>)과 연계하여 문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치외교학부생들은 동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국가들을 

폭넓게 탐방할 수 있게 되었다. 3~4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율연구과 

교수들의 밀착지도를 결합한 개별연구와 그룹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학년 정규 교과목인 <글로벌 리더십 특강>을 통

하여 자료조사 및 현지연구 등을 위한 학술답사를 조직하고 우수 학

생에게는 현지연구, 언어교육 등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대학원

세미나 교과목과 연계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

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완료한 학생들의 세미나 결

과물 또는 졸업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상 수여 및 아너스(Honors) 학

생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을 출판한다. 

<정당론> 특강 

강원택 교수 담당의 학부 교과목 <정당론>에서 지난 6월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김무성 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집권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히 정당의 공천권에 대하

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의 질문들을 바탕

으로 폭넓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

한국정치연구소에서는 7월 7일 저명한 정치학자인 David Collier 교

수와 Ruth Collier 교수의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David Collier 

(Professor, UC Berkeley) 교수는 “The Set-Theoretic Comparative 

Method: Fundamental Problems and Better Options”에 대한 강

연을 하였으며, Ruth Collier (Professor, UC Berkeley) 교수는 “The 

High Tech Economy, Work, and Democracy 2.0: A Research 

Agenda”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각 강연에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정치연구소-아시아연구소 공동콜로키움

한국정치연구소와 아시아연구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총 3회의 공동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5월 11일에는 채진원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

지)를 초청하여 “시민정치 흐름과 네트워크정당모델의 과제”에 대하

여 논의하였고, 6월 15일에는 송경재 교수(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

연구원)와 함께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민주주의”에 대하여 토

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최근 7월 13일에는 미우라 히로키 연

구원(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이 “사회적 경제와 시민정치의 발

전”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정치연구소-중민재단 공동세미나

한국정치연구소와 중민재단은 5월 22일 “Can Democracy Flourish 

in Economic Recession?: Korea in a Comparative Perspective”라

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총 2회의 발표로 이루어진 세미

나에서는 Ursula Hoffmann-Lange 교수(University of Bamberg)

가 "The Impact of the Great Recession on Support for 

Democracy"를 발표하였고, 한상진 명예교수가 "The Politics of 

Emotional Confrontation in New Democracies: A Consequence 

of Regime Change in Economic Recession?"을 발표하였다. 각각

의 발표에는 권형기 교수와 박원호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소식

제9차 정치외교포럼 지난 5월 19일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제9차 정치외교포럼이 열

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百卷萬國公法不如數門大砲? - 국제관계

에서의 법규범의 역할”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근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에는 정치외교학부 교수진을 비롯하여 대학원생, 

학부생 등 다수의 청중이 참석해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의 역할 및 동

아시아의 맥락에서 국제법과 법규범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는 기회

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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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소식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Evolution

2015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 37동 310호에

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술경영경제정

책과정,  MOT 사업단, 서울대 BK21+창의지

식융합인재양성사업팀의 주관으로 학술 세

미나가 열렸다. 본 행사에서는 프랑스 국립

농학연구소(INRA)의 Grenoble Applied 

Economic Laboratory (INRA-GAEL)의 

Pier Paolo Saviotti 교수와 Hohenheim 대

학교의 Andreas Pyka 교수가 주 강연자로 나왔다. 첫 번째 세션에

서 Pier Paolo Saviotti 교수는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Evolution” 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

서는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distribution” 이라는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세 

번째 세션에서는 Andreas Pyka 교수가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Demand Evolution: Does Demand Saturate?” 라는 

연구를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미시계량경제학 국제 워크숍

2015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컨벤션 센터

에서 ‘서울대학교 미시계량경제학 국제 워크숍(SNU Workshop on 

Advances in Microeconometrics)’이 개최되었다. 이 국제 워크숍은 

서울대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단과, 경제연구소, Center for 

microdata methods and practice가 공동으로 학술교류와 지속적인 

국제적 학문공동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시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을 공유하고 연구 방법과 지속적

인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워크숍에서는 17건의 국

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미시계량경제학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력

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관심 분야의 우수한 연구 지식을 접하며 

지식의 저변을 넓혔다. 논문발표에 이어 특별히 준비된 BK참여대학

원생을 위한 연사들과의 석찬 시간은 학생들이 미래의 잠재적 멘토들

에게 앞으로의 진로와 그들의 연구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었다. 

경제성장, 국제무역,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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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349호에서 경제성장, 국제무역, 불평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본 행사는 서

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 세계경제연구

소,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주최하였다. 세계경

제연구소장 김세직 교수,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 주병기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본 행사

에서는 경북대학교 최정규 교수의 사회로 히

토츠바시대학교 Makoto Nirei 연구원의 “Pareto Distribution of 

Income in Neoclassical Growth Models”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류근관 교수의 사회로 로체스터 대학교 

장용성 교수가 “Pareto Weights in Practice: Income Inequality and 

Tax Reform”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영식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고려대학교 이우진 교수가 “Capital 

in South Korea: 1976-2012”라는 연구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진 세션은 서울대학교 안도경 교수의 사회로 UIBE의 Jiong Gong 교

수가 “The Tradeoff of the Commons under Stochastic Use” 라는 

연구발표를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가 사회

를 보았으며 허난대학교 Baomin Dong 교수가 “The Impact of First 

Sino-Japanese War on China’s Terms of Trade and Trade 

Balance”를 주제로 발표를 함으로써 워크샵을 마무리지었다.

2015년 선배와의 대화

지난 5월 20일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외교학전공 선배와의 대

화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에서 근무 중인 김

수지(외교 00) 동문이 참여하여 NGO 진출 및 및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부 활동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외교학

전공 윤영관 교수를 비롯하여 학부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2015년 외교학전공 해외학술 답사

외교학전공의 해외학술답사가 2015년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동안 오스트리아와 체코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해외학술답사는 

2015년 1학기에 개설한 <국제정치 길잡이>과목을 통해 한학기 동안 

지역에 대한 수업과 학습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다. 7명의 교수와 

29명의 학부생, 4명의 조교가 함께하였고, 프라하성, 쉔부른궁, 비엔

나유엔국제센터, 비엔나대학교, 비엔나한국회관 등 사전 답사자료집

을 통해 공부한 유럽 근대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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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답사 

정향진 교수가 담당하는 <인류학의 이해> 수업에서 2015년 3월 18

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학생들은 인류학자의 연

구와 시선이 박물관의 전시를 기획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현존하지 않는 과거의 문화를 ‘재현’한다는 것에 대해 깊

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

구석기 시대의 삶과 문화’를 재현하는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각

자의 박물관을 기획, 제작하고 결과물은 사회과학대학 로비에 전시

하였다.

인류학과-비교문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글로벌 한국학과 언어인류학(Global Korean Studies and Linguistic Anthropology)

인류학과는 2015년 4월 17일~18일 비교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글로벌 한국학과 언어인

인류학과 소식

2015년 장학금 수여식 및 개강총회

2015년 3월 17일 저녁 6시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손창조 학술

기금의 지원으로 사회학과 장학금 수여식 및 개강총회가 열렸다. 이

날 ‘오갑환장학금’을 고(故) 오갑환 교수의 부인인 정영자 씨가 염주

민(학부 14) 학생에게 수여하였고, 김병용 동문은 ‘나음장학금’을 최

영지(석사 14) 학생과 김두희(학부 13) 학생에게 수여하였다. 이 자리

에는 학부생과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학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장

학금 수여와 2015학년도 1학기의 시작을 축하했다.

2015년 사회학과 전공연수회

2015년 4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사회학과 교수들과 학생 20여 명이 

강원도 원주 지역으로 전공연수회를 다녀왔다. 이번 전공연수회는 

학부학생들로 구성된 사회학과 운영위원회(대표 14학번 이성진)의 

헌신적인 준비 속에,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를 견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확인하는 한편, 대안적인 공

동체의 가능성과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으로 이루어졌다. 10일

에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소속된 ‘노숙자 협동조합’, ‘임상

심리치료사 협동조합’, ‘서곡생태마을’ 등을 견학했고, 저녁에는 교수

와 학생 사이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1일에는 박경리 작가

의 생가와 문학관을 관람하면서 박경리 작가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

해를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경 학술대회 참가

2015년 6월 13일, 서이종 교수와 대학원생 5명이 중국 북경대학교 

사회학과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Comparing End-of-Life Care 

and Decision in China and South Korea’에 참가하였다. 석사과정

의 문현·왕신월·김웅학, 박사과정의 정령, 석박사통합과정의 노

현종이 발표자로 참가하였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중국 하얼빈 지역 현장 답사

2015년 7월 28일에서 8월 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동아시아 사회

변동 현장연구> 수업에서 하얼빈 지역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신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답

사는 안중근 열사 기념관, 항일 유적 답사, 731부대 전시관 등을 돌아

보면서, 근현대 동아시아 사회변동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답사에는 교수 4명과 학생 24명이 참가했으며, 하

얼빈 지역 답사의 결과를 2015년 2학기 초 사진전을 통해 전시할 계

획이다.

사회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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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 및 외국 인류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한

국의 언어인류학연구를 회고 및 전망하고 전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한

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언어 사용의 측면에 대해 인류학적 접근을 시

도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남 창녕군 답사 

강정원 교수가 담당하는 <민속학> 수업에서 2015년 5월 2일과 3일 

경남 창녕으로 답사를 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및 제26호 영산줄다리기가 실제로 연행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관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영산의 독특한 단오굿인 ‘문호장

굿’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공동체의 축제

적 성격의 의례 및 종교 등 다양한 민속에 대해 조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화도 답사

왕한석 교수가 담당하는 <언어현지조사실습> 수업에서 2015년 5월 5

일 강화도로 답사를 다녀왔다. 왕한석 교수가 저술한 『한국의 언어민

속지』 연구지 중 한 곳인 강화도 부조리, 황청리, 장화리 등의 농촌마

을을 방문하여 마을의 주요 특성과 이곳 언어문화의 중심유형, 현지

조사에 관한 경험담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근방에 

위치한 광성보, 강화읍내, 강화지석묘 등의 유적지를 방문해 강화도 

지역의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대문시장 체험학습

강정원 교수가 담당하는 <전통과 일상의 한국문화론> 수업에서 2015

년 5월 9일 한국문화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동묘 벼룩시장, 황학동

시장 일대를 답사하며 동대문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동대문시장 전반에 대한 역사와 현재의 모

습을 박물관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 답사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 간

의 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교실 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 서울

의 생생한 전통문화에 대해 직접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였다. 

인류학과 총 M.T.

2015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남양주시 ‘다윗동산’

에서 인류학과의 총 M.T.가 진행되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진로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5년 1학기 인류학연구방법실습 보고서 발표회

2015년 1학기 권숙인 교수의 <인류학연구방법실습> 강의 수강생들은 

6월 19일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발표회에서는 “관광과 관

광문화”라는 대주제하에 8개 팀이 한 학기 동안 실습하였던 내용과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물들은 8월에 실습보고서로 

출간되었다.

심리학과 총동문회 창립모임 

2015년 2월 13일 저녁 6시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홀에서 

심리학과 총동문회 창립모임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차재호(52학

번), 이관용(57학번) 명예교수 등을 포함한 심리학과 전·현직 교수

와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하여 심리학과 총동

문회의 창립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70학번 이승희 동문이 초대 

동문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서울대학교와 심리학과의 과거와 현재

를 돌아보는 퀴즈 등 다양한 친목 도모 활동이 이루어졌다. 향후 지

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심리학과 동문들이 교류할 수 있

는 장을 넓히기로 하였다.

민경환 교수 고별 강연 

2015년 2월 정년을 맞은 민경환 교수의 고별강연이 지난 3월 13일 

16M동 315호 학부생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민경환 교수는 “내가 

경험한 심리학, 내가 꿈꾸는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학부생과 대학원

심리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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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모인 자리에서 진솔하고 담백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학부생들

에게는 심리학 공부를 계속해 나감에 있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

회가 되었고, 대학원생들에게는 지금까지의 공부와 앞으로의 공부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민경환 교수는 재직 중에

도 학부생들의 세미나나 스터디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독려하고 코멘

트를 해주곤 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항상 소통하는 모습

을 보여주곤 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학부생들은 그동안 감사와 존경

의 마음을 담아 영상편지를 화면에 띄우고 다함께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심리학과 학부생 M.T.

2015년 4월 4일에 고양 플랜테이션에서 심리학과 학부생들의 총 

M.T.가 진행되었다. 신입생과 진입생을 포함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선후배가 함께 어울리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였

다. 학생들은 함께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졌고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

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리학과 콜로키움  

심리학과는 2015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 SK경영관 231호에서 세계적

인 심리학자인 리처드 니스벳 교수를 초빙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하였

다. “Mindware: Tools for smart think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콜

로퀴움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와 

함께 개최하였다. 강연자인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생각의 지도』, 『인

텔리전스』의 저자로 문화 간 심리적 차이에 대해 다방면에서 연구한 

저명한 학자이다. 강연 내용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 번째로 제시된 도구는 

회귀(Regression)이다 즉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사건이 평

균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하는 것이다. 두 번째

는 Self-selection으로서, 사람들은 성향이나 경제적 계급, 교육 수준

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파악하고자 할 때 

단순한 표면적 결과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향과 배경의 

맥락 하에서 선택과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 번

째는 상관과 인과관계이다. 이 둘은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리곤 하는 

개념인데, 상관이 있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매몰비용이나 기회비

용, 손실혐오 등의 개념을 통해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귀결될 수 있는 

함정들을 설명하였다.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부터 전공자

들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고 유익하게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심리학과 대학원생 간담회 

2015년 6월 12일 정오 16M동 5층 베란다에서 종강 맞이 간담회를 진

행하였다. 학과장인 박주용 교수를 비롯한 심리학과 교수들이 참여하

였고, 각 연구실의 대학원생 30여 명이 함께 모여 한 학기 동안의 연

구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기 신입생들도 참석하여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공별 연구주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다른 인접학문과의 교류의 방향성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후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 생활에

서의 고충과 연구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위로를 얻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리과학연구소 집담회

2015년 7월 15일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David Reitter 교수를 모시고 심리과학연

구소의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인지과학연

구소와 공동으로 준비한 집담회로서, 심리

학과 인지과학의 학문적 공통분모를 확인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리였다. “Alignment 

and Language Change through 

Dialogue: Beyond Syntax”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대화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인 특성들을 흥미로운 시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었다. 심리학과 오성

주 교수의 주도 하에 20여 명의 인지과학,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David Reitter 교수는 

젊은 나이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 촉망받는 연구자로서, 집담

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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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타마셋 대학교와 학술교류

2015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 간 태국 타마셋 대학교와의 

학술교류가 있었다. 총 10인의 학과구성원이 참여한 본 행사에서, 타

마셋 대학 Social Administraion 학과 구성원들과 교과과정에 대해 

상호 소개하고, 외국인 우수 대학원생의 모집 방법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두 학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2015년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환영회

사회복지학과는 2015년 3월 26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이 모두 모

여 새 학기의 시작을 축하하고 서로간에 친목을 다지는 신입생 환영

회를 개최했다. 서로 간에 따듯한 대화가 오가는 정겨운 분위기 속에

서 신입생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시상 및 경품증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15년 1학기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세미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방법 혹은 경력

향상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대학원 세미나를 매 학기 개

최하고 있다. 다른 공식 행사에서는 접하기 힘든 각종 노하우(논문/

학회/취업)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장이기도 한 대학원 세미나

는 이번 2015학년도 1학기 중에 총 3회 진행되었다.

2015년 1학기 복수(부)전공 학생을 위한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설명회

사회복지학과 복수(부)전공 학생을 위한 교과과정 설명회를 지난 5

월 13일 사회복지학과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복수

(부)전공생들에게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 이수방법, 특히 필수과

목 중 하나인 실습과목의 수강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즉, 실습과

목 이수를 위해 진행해야 하는 과목 이수 및 실습기관 선정, 실습준

비교육, 기관방문, 실습 진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신 실크로드 사업단 <그린 아시아 토크(Green Asia Talk)> 개최

지리학과가 참여하고 있는 수도원대학특성화사업 글로벌리더 양성

을 위한 신 실크로드 사업단은 환경재단, THE GOLDEN 

ENVIRONMENT PRIZE, 아시아연구소과 함께 2015년 5월 11일 아

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그린 아시아 토크(Green Asia Talk) 행사를 

개최했다. 그린 아시아 토크 행사는 ‘환경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

드만 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환경재단 최열 

대표, 골드만 재단 Lorrae Rominger, 아시아연구소 강명구 소장, 지

리학과 박수진 교수 등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에 대한 다큐멘

터리 영화를 함께 시청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골드

만 수상자인 Sereivathana, Putra, Lisitsyn, Kravcik 씨의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리인의 낮> 개최

지리학과는 2015년 5월 16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지리인의 

낮>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리인의 낮>은 지리학과 구성원들의 수

평적·수직적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리학 전공에 대한 고민, 

진로 탐색 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지리학과 교수, 졸업생, 대

학원생, 학부생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신(

新) 실크로드 사업 - 해외 지역 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해외 

답사를 다녀온 학부생 3팀의 답사 보고로 시작하였다. 답사 보고에

서는 CK사업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학부생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진행된 졸업 동문과

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연구원, 방송국, 개성공단 등 각기 다른 곳에

서 종사하는 졸업생들이 지리학 전공에 대한 의미와 졸업 후 진로

에 대해 재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 콘서트 시간은 

<지리인의 낮> 행사의 부제인 “우리는 뭘 먹고 살지?”에 대해 학부

생, 대학원생들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리학과 소식

사회복지학과 소식

김현일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Social work, 박사과정)

미국 사회복지 석사, 현장, 
박사, 그리고 몇 가지 방법론

5월 12일

김세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내 박사의 취업 경험5월 29일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박사논문 작성법과 
박사졸업 후 취업 경험

4월 17일

강    연    자주        제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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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스튜디오 개관식

언론정보학과는 2015년 3월 26일 서울대학교 총장 및 사회과학대학 학

장단, CJ 오쇼핑 관계자들과 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정보학

과 방송영상스튜디오’ 개관식을 가졌다. 이 스튜디오는 2014년 CJ 오

쇼핑에서 실내 스튜디오 촬영장비, 편집 기기들을 기증받아 개관하였

으며, 3대의 최첨단 ENG 카메라, 2대의 편집기기, 부조정실 등 실제 

방송국을 방불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언론정보학과 소속 

동아리 ‘이미지밴드’ 학생들을 중심으로 향후 방송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경험과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생 M.T.

언론정보학과에서는 2015년 4월 3일, 4일 양일간 학부 교외교육을 실

시했다. 충북 제천과 경북 문경 일대에서 진행된 교외교육에는 언론

정보학과 교수와 학부생 40여명이 참석했는데, 학생들은 청풍 문화재

단지와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명승지를 탐방하고 동기, 선후배 및 교

수님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언론정보학과 공

동체의 일원으로서 관계를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 수상소식

언론정보학과 소속 동아리 ‘이미지밴드’가 기획한 작품인 "이방인들"

이 2015년도 방송문화진흥회 ‘차세대 방송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었

다. 본 사업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UCC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 방송관련학과 또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차세대 방

송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치

열한 경쟁 끝에 ‘이미지밴드’는 지원 대상 단체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오는 11월까지 방송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언론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언론정보학과는 2015년 5월 9일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

최했다. IBK 커뮤니케이션 센터 희관홀에서 진행된 1부에서는 현직 

교수진과 학계 및 사회 각계에 진출한 동문들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

대 언론정보학 교육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언론정보학 교육

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세미나를 함께 했다. 2부 순서에서

는 아시아연구소 삼익홀로 자리를 옮겨 명예교수님들과 150여명의 

동문들을 모신 가운데 지난 40년간 학과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동창회와 재학생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 동창회의 장학

금 수여 및 자랑스러운 언론정보인상 시상 등의 순서를 가진 뒤, 가

수 김범수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흥겨운 자리를 마무리했다. 

언론정보학포럼 개최

언론정보연구소에서는 국내외 커뮤니케이션학계의 신진학자들 및 주

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에게 학계의 최신 경향 및 

성과들을 알리는 언론정보학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 1학기에는 

제102회부터 제108회까지 총 7회의 언론정보학 포럼이 진행되었는

데, 세계적 저널리스트인 컬럼비아 대학의 안야 쉬프린 교수는 

“Global Muckraking”이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탐사보도 현황과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소개했고, 진달용 교수(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는 “Digital Platforms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Networked 

21st Century: The Construction of Platform Imperialism” 발표를 

통해 문화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분석했다. 한양

대학교 손동영 교수의 “Collective Communication and Network: A 

Computational Approach”는 고전적인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 주제

를 다루는 최신의 방법론을 소개하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언론정보학과 소식

관악산 등반대회 ‘후배와의 동반 산행’

2015년 5월 30일 관악산 등반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나누었다. 산행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은퇴한 선배들과 현재 학부·대학원을 재학 중인 후배들 간에 

뜨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사회사업학과와 실습 교류

2015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사회사업학과 교수와 학생들

이 방문하여, 사회복지학과의 실습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방식에 대한 

박정민 교수의 발표를 경청하였다. 이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캘리

포니아 주립대학 학생들은 각자의 사회복지실습 경험을 소개하고, 실

습경험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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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대학의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

엄을 2015년 3월 31일 개최하였다.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차세대 사회과학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교육과 역량강화”라는 주제 하에 사회과학연구방법론 교육과 연구 동

향 및 사회과학 자료분석방법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았다. 

세월호 1주기 추모 심포지엄 개최

2015년 5월 7일 사회과학연구원은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

다”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크

게 1부 발표와 2부 토론, 두 세션으로 이루어진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

류학, 정치학, 언론정보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내 다양한 전공에서 

참여하였으며 세월호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

다. 심포지엄을 통해 재난과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

한 사회과학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사회과학연구원 정기 세미나 시리즈

사회과학연구원은 지난 한 학기동안 월례세미나와 사회과학연구방법

론 포럼, 불평등 포럼을 진행하였다. “성격에 따른 시각정보처리”(심

리학과 한소원 교수)와 “복잡성의 정치사상적 함의: 코널리를 중심으

로”(정치외교학부 김주형 교수)라는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2회 진행

하였으며,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포럼에서는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

수,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 경제학부 이석배 교수, 지리학과 이

건학 교수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사회과학연구방법론에 관련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불평등 포럼에서도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강창희 교수가 불평등

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발표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css.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교문화연구소 세미나 및 집담회, 심포지엄 행사 개최 

지난 상반기 비교문화연구소는 인류학 학문공동체의 관심 사안에 대

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한 학과 구성원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는 

자리인 김밥토크와, 한국 사회에서 인류학의 적실성을 대주제로 한 

집담회를 각각 8회, 3회 진행하였다. 또, 지난 4월 17일과 18일에는 

인류학과와 비교문화연구소가 인류학적으로 접근한 한국 사회의 언

어 사용을 다룬 <글로벌 한국학과 언어인류학 심포지움>을 공동개최

하였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김밥토크와 집담회의 주제 및 일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iccs.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사회복지연구소는 2015년 봄 학기에 마무리되는 연구프로젝트의 결

과를 공유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5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 15개국 및 아시아지역 아동의 행복감 비

교를 중심으로>, <대학의 부모학생 학업-가정 양립 정책수립 포럼>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연구결과의 학문적 확산 및 사회적 실현을 위

해 힘쓰고 있다.

2015년 중국연구소 방문학자 콜로키움

2015년 7월 1일 중국연구소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초청으로 1년간 

서울대에서 연구 활동을 하신 중국인 방문학자들을 모시고 2015년 

방문학자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이들이 귀국하기 

전에 갖는 소중한 연구발표였으며, "중국인 학자들이 본 한·중 양국

의 정치와 사회"라는 주제로 한·중 양국의 정치와 사회관련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학생학술포럼 ‘제3회 대학원-학부 젠더연구네트워킹’ 개최

여성학협동과정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학부생들과 젠더연구를 도모하

기 위해,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대학원-학부 젠더연구네트워킹’을 

지난 7월 9일에 열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학부생을 중심으로 각각

의 세션을 구성하여 그들의 연구와 관심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발표자를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포럼에 참

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 행사에는 발표자 8명을 포함하여 젠더연구에 관심이 있는 타 학교 

및 타 학과 학생들까지 총 7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 학술포

럼은 여성학협동과정의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젠더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부생들을 발굴하고 

한 자리에 모아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

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학협동과정 소식

사회과학연구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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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면 한 학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월 말에 미국 인디애나에서 귀국해서 
처가에 얹혀살다가 3월 말에 교수아파트로 이사를 했
고(그 와중에 미국에서 부친 이삿짐은 두 달이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봄에 알레르기며 감기몸살 때문
에 몇 주간 고생하다 보니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첫 학기라 적응하는 과정이었다고 스
스로에게, 또 남들에게 말해보지만,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
간이 빨리 가고 마음만 바빠지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
습니다. 뭔가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한 학기 동안 가장 애를 쓴 것은 (적응기의 삐걱거림을 제

외하고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학교이고 익숙한 사람들도 여
전히 많지만, 이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새삼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설익은 생각과 불명확한 정보를 갖다 나르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을 때가 많았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
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 스스로 불명확하기도 했던 것 같습
니다. 어찌 보면 정치학이란, 또 정치사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제 고민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데에도 나름 애를 썼습니다. 지금 
학부생들과는 15~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라기보
다는 후배들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더 많이 듭니다. 대화와 관찰을 통해 
학생들과 그들이 속한 한국사회가 참 빨리 변하고 있기도 하고, 또 놀
라울 정도로 지속성이 있기도 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지금은 뭉뚱그려
진 채로 있는 이 인상을 잘 풀어내는 것 또한 앞으로의 교육과 연구에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연구는 현대서양정치사상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지만 특히 유럽

적 전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박사논문은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사상
가 중 둘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위르겐 하버마스와 니클라스 루만
의 정치, 사회이론을 ‘규범성’과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박사논문은 ‘습작’일 뿐이라는 누군가의 말
을 위안삼아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마무리를 짓긴 하였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고 서둘러 봉합해버린 느낌이 큽니
다. 그래도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에 대한 밑그림은 나름 그렸던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버마스와 루만은 잠시 묻어두고, 그간 관심의 
언저리에 밀쳐두고 열심히 읽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들여다보
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사상가들의 글뿐만 아니라 과학
철학, 사회이론, 또 복잡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
다. 현대정치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현대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에 대
한 튼실한 이론화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앎의 조건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직 
그 경로가 다소 불명확합니다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는 이 모든 것을 
민주정치의 조건과 발현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 학기를 지내보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늘 관심과 격려와 존중을 
보내주시는 선배, 동료 교수님들과, 학교를 큰 탈 없이 굴러가게 해주
는 직원분들과 조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자극과 위로가 되
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는 학생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내 연구를 이끄는 이상은, 우리 모두의 관계가 서로
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의 이해와 
실현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란 가족, 친구, 동료 등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그리고 같은 지역
이나 같은 국가 구성원 등 역사적으로 익숙한 경계 내 
사람뿐 아니라, 지구 위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세상 

모든 개인이 모든 다른 개인에게 도덕적 고려(moral concern)의 대상
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시각을 전제하는 
연구다. (칵테일이나 패션 잡지가 아니라 윤리관 얘기다.) 그리고 이 도
덕적 고려를 각 개인 사이 관계적 정당화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계약주의 이론(contractualism)을 전제한다.
실제 연구 주제는 물론 훨씬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제법상 관할권 

규범, 국제인권법의 집행 절차 (또는 그 부재), 국제무역제도의 구성과 
내용 등이 그 적용을 받는 행위자들에게 정당화 가능한지를 연구한다. 
예시에서 보듯, 대체로 국제 법과 제도의 정당화를 다룬다. 더 정확하
게는, 우리가 좋든 싫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의존하는 국제 법
과 제도가 그 영향을 받는 각 개인에 정당화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를 매개로 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건 의식적 선택이다. 
요컨대, 지구 단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
인 윤리 차원 접근으로, 예를 들어 지구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다. 가령 공리주의 사상가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이러한 개인 윤리 논의에 크게 기여한 인물
이다. 싱어는 1972년 논문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에서 부
유한 나라 사람들이 각자 가용 소득의 대부분을 기부해야 한다는 파격
적인 논변을 제시한다. 영미 철학계에서는 여전히 싱어의 논변에 논리
적 결함은 없는지, 그가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변수는 없는지, 비공리
주의자는 지구 단위 문제의 개인 윤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세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접근은 제도에 집중한다. 현대 정치철학의 가장 혁신적인 제

도적 접근 역시 1970년대에 탄생했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 활발했던 시기 아닌가.) 존 롤스(John Rawls)
가 1971년 『정의론』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T.M. 스캔런(T.M. 
Scanlon) 등 일부 롤스주의자가 롤스의 정의 원칙을 국제 관계에도 적

용할 수 있으리라 제안했고, 또 곧이어 찰스 바이츠(Charles Beitz)가 
이를 구체화해 전 지구적 평등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지금은 관련 논의
가 국제인권이나 무역 제도의 정당화 (또는 그 정당화 가능성에의 도
전), 기후변화 대응 방법과 책임 등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세분
되는 추세고, 나도 이처럼 세분된 주제를 연구한다. 나는 특히 철학과 
법학을 함께 전공한 배경을 살려 실정법 해석상의 난제에서 출발하는 
논문을 쓰는 편이다.
제도적 접근을 택하는 연구는, 지구 단위 문제가 개인 윤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의구심에서 출발하곤 한다. 그러나 단지 이런 의구
심 여부로 두 접근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요컨대 개인 윤리 연구
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대부분 제도적 개혁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또 제도적 접근을 택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정치 현실을 고려하
면 개인 윤리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 법과 제도 개
혁이 지금처럼 까다로운 현실에서는, 궁극적 해법이 제도적이라 해도 
그 해법의 실현은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며,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는 개인 차원에서나마 할 수 있는 바를 고민함 또한 필요하다. 이런 고
민의 필요성을 무시한다면, 제도적 접근의 실천적 결과는 문제 외면
과 책임 회피일 테다.
결국, 개인 윤리와 이른바 제도의 도덕(morality of institutions) 가

운데 어느 주제를 자기 연구로 삼느냐는 각자의 관심과 기질에 달린 게 
아닐까 한다. 세상에는 중요한 연구 과제가 셀 수 없이 많지만, 내 연구
로 삼을 과제는 무엇보다 나를 ‘붙드는’ 주제일 것이다. (가끔이라도) 밤
잠을 설치거나, 길을 걷다 오래 생각에 잠기게 하는 질문 말이다. 내게 
이런 질문은, 각 개인으로는 선택할 수도 변형할 수도 없는, 견고하고 
광범위하며 여러 층위로 복잡하게 얽힌 제도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제도 아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다. 마치 제도에 갇힌 듯하지만, 모든 규범적 책임을 제도에 떠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 궁금하고 흥미로워 지금 연구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나 국내 및 국제 정치 제도 
연구가 일상적인 정치외교학부에서 연구를 계속하게 된 것도, 나라마
다 비슷한 듯 다른 사회 제도가 막연하게 궁금해 사회학 학사 과정에 
진학했던 것도 내 연구에 도움되는 경험이고, 뜻밖의 행운이다.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주 형 교수

정치외교학부  송 지 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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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5년 봄학기 사회학과에 부임한 권현지입니다. 

설렘과 기쁨,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긴장으로 맞
이했던 첫 학기를 훌쩍 보내고 오랜만에 무더운 서울
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90년대 노동과 산업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의 

길로 접어든 이래 줄곧 유관분야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서비스연구의 
중요성과 작업장 고용관계에 대한 눈을 밝혀준 코넬대학교 ILR대학에
서 구조조정과 내부노동시장 변화 및 고용관계에 관한 논문으로 고용
관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위 후 2년간 한국노동연구원에 
재직하며 국내 고용관계의 다양한 현안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노동연구원은 제게 주요 이해관계자들
의 행위방식 및 정책결정 과정의 사회적 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 초 사회학과에 부
임하기 전까지는 영국의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런던(KCL) 경영학과
에 재직했습니다. KCL에서는 비교 고용관계 및 국제 HRM을 주로 강
의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유연노동과 작업장체제에 대해 연구했습니
다. 사회과학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간학문적 지식통합의 가치와 개방
성을 강조하는 KCL 경영학과 내 고용 및 인적자원관리부문과 국제비
교경영부문에서 일하면서 경제시스템과 고용관계 다변화에 관한 연구
지평을 한층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용관계 공부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년은 고용관계 레짐의 변

화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격동기이고 저 역시 다양한 지역에서 
중요한 전환의 시점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초래한 노동
시장의 혼동기를 거쳐 미국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시작했고, 학위 후 돌
아온 한국에서는 경제위기 후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서 탈규제와 재
규제를 요구하는 사회세력 간 격돌을 목격했습니다.   2000년대 말 정
착한 런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충격에 빠진 경제와 긴축기 노
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 조정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제 연구는 자연히 
노동세계와 고용의 변화를 시간과 공간적 환경의 변화가 얽히는 비교 
맥락에서 읽고 그 정책적 함의를 고민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구체적
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내부노동시장의 변화, 유연고용 및 유연작업
조직 관행을 둘러싼 작업장 내의 각축 등을 질적, 양적 방법을 통해 연

구해 왔습니다. 또 각축의 결과로서 기업 간 고용관계의 다변화와 기업 
내 고용관계의 중층적, 젠더편향적 분절, 그리고 이러한 변화양상의 국
제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연구대상으로는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리고 기존의 고용관행 및 제도의 제약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비스업을 주로 선택해 왔습니다.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라 믿었던 대면성 및 공간고정성을 무너뜨리고 제조업 
고유 논리인 표준대량생산 및 국내외 아웃소싱을 통한 조직분할로 서
비스업 구조조정을 심화한 기술기반 고객서비스업의 작업장 관계와 유
연화 비교연구 등이 그 예입니다. 
올해 초 돌아온 한국에서는 제어가 어려운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 어

느 때보다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읽습니다. 제 기존 연구의 
연장으로, 최근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 저임
체제가 고착되어 온 제도적, 문화적 메카니즘 및 이를 배태한 기업 간 
관계와 기업 내 고용관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임서비
스업의 특성상 중요한 분석축으로 젠더 함의에도 천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생활의 갈등과 노동시간 유연화, 서비스업에 점차 확
대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기술의 작업장 관계 및 고용관계 함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와 고용관계 이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혹은 계
획하고 있습니다. 
사회학과가, 그리고 나아가 사회과학대학이 축적해온 그간의 연구

성과와 다양한 소통채널, 그리고 연구지원은 제 연구의 발전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한국사회의 노동과 
산업의 변화과정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여러 주제를 제기하고 국내
외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폭넓게 연구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에서 또 연구의 현장에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과의 토론과 협
력이 매우 중요한 연구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학기 국내외 산업과 노동에 관한 수업을 전개하면서, 개개인

의 다양한 생각이 상호 존중되고, 학문적 호기심이 교류되고,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는 강의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와 사회적 함의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도 엿보았습니다. 앞으
로 진지하고 재미있는 강의실, 제 연구가 잘 녹아드는 강의실을 학생들
과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학과  권 현 지 교수

안녕하세요. 지난 3월부터 심리학과에 부교수로 부
임한 한소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 심리학과에서 학
부를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석/박사 학위를 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post-doc으로 일하였고, University 
of Oklahoma에서 교수로 1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에서는 인지심리학, 정서과학, 노인발달, 실험심리 방
법론, Human Factors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24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
하다가 돌아온 한국이 낯설기도 하지만 다시 모교로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첫 학기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
해 있다가 이제서야 둘러보는 캠퍼스는 참 아름답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인지, 정서, 행동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정서가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 행동과 인지과정의 관계, 주의과정과 수행,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Human 
Factors와 관련해서 정서적 경험과 교류에 초점을 맞추는 감성디자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지과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감성과학
(Affective Science)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감성과 이성은 이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고, 감정은 비논리적이
며, 인지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내적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러나 뇌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감성 과학 연구가 새로운 측면을 맞았습
니다.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감정은 생존을 위한 도구이며, 진화
적으로 가장 고등한 존재인 사람이 가장 감정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감정이나 정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사회가 다양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많아지고 사는 모습도 다양해져서 글
로벌 사회가 맞구나 느껴집니다. 최근에 인지와 정서분야에서 나온 연
구 중에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지과정과 관련
이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제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다양성과 변화에 
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학생이 제가 떠나
기 전날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40대가 되면 인생이 이미 결정이 나
고 더 이상 변화나 도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새로운 직장으로 떠나는 저를 보고 인생은 계속적인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떠날 때 사람들이 저에게 아쉬운 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

셨는데, 특별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직장이던 오클라호마 대학에
서 연구하고 강의하며 잘 지냈고, 일상생활에서도 즐거운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또 많이 받은 질문이 한국에 와서 더 
좋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도 특별히 대답할 말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계속 변하고 변화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이제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제
가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심리학과  한 소 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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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농활에서 도덕2리 마을
을 다녀온, 시불악(c반+불꽃반+악반)팀의 농대장 
중 한 명이었던 유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반 선
배들로부터 작년 농활 이야기를 들었던 입학 초부
터 전 농활 전참을 마음먹었고 농대장 자리를 점
찍어 두었습니다. 시원한 몸빼바지를 입은 채 꿀
맛 같은 새참을 먹고 그보다 더 꿀맛 같은 막걸리
를 마을 어르신들과 주고받으며, 가끔 이장님이 
하시는 마을 방송도 체험해보고 마을 풍물패와 꽹
과리도 치는(?) 낭만적인 농활을 꿈꾸었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실제 농활은 제가 꿈꾸었던 이러한 낭만들과는 다소 거
리가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유례없는 
찜통더위로 인해 낮 시간엔 숙소인 마을회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
었으며, 농번기가 아니다 보니 일거리도 겨우겨우 구해지는 수준이었
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계획과 차질이 생기자 마을 주민 분들과의 교
류도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농민 분들이 저희한테 
갖는 기대와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거나하게 놀면서 친해진 우리 시불악 팀 사람들이지만, 이

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매일 밤 다 같이 둘러앉
아 이야기를 나누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이 농활에 참여한 동기와 마
주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각기 달랐습니다. 같은 마을에 건축봉사

를 온 대학생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의견, 그것은 농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박, 80년대와 다른 지금 시점에서 농민 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농활 팀 공동체의 생활을 하루
하루 꾸려나가는 일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 공동체의 범위를 마을 단
위로 확장시킨 진정한 ‘농활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고 문제
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일 또한 어려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농활의 낭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참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옥천에서의 열흘은 금세 지나갔고, 이 열흘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내릴 결정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
습니다. 공동체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개인의 낭만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상
적인 생각 이외에도, 도시의 삶에서는 돈으로 가볍게 치환되는 생산
과 소비활동을 농활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등 농활에서 얻은 값
진 경험들은 많았습니다. 호두가 나무에서 어떤 형태로 열리는지 눈
으로 직접 본 경험, 발이 푹푹 빠지는 논에서 잡초를 뽑아내는데 어느
새 등 뒤로 뜨는 해가 느껴지는 경험, 일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오는 
트럭 위에서 머리에 쓴 밀짚모자가 뒤로 벗겨지도록 시원한 바람을 맞
은 경험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농활이 끝나고 피부가 새까맣게 타 정
말 농민 같아졌다는 놀림을 들었지만, 왠지 농활을 제대로 다녀온 것 
같아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첫 농활을 의미 있게 마치도록 해준 시
불악팀 사람들과 도덕2리 마을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추억속의 영화 ‘러브 스토리’ 첫대목에서 남녀주
인공 올리버와 제니퍼가 서로 전공을 물어보는 장
면이 나온다. 하버드생인 올리버가 ‘Social Studies’
라고 답했는데 우리나라 영화 자막에서는 ‘사회학
과’라고 번역되었다. 미국에서도 Social Studies를 
학부전공으로 두는 학교가 하버드 외에는 거의 없
는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공이 없었으니 번
역자가 부득이 ‘사회학’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다.
‘Social Studies’는 사회학 뿐 아니라 정치학, 경

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심리학 등이 망라된 
하버드대 학부 교과과정이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과학대학의 모든 
교과과정을 다 포함시킨 코스라고 할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해서 통섭형 인간, 전인(whole person)을 양성하려
는 대학의 교육목표가 엿보인다.
대학에 입학할 무렵, 사회과학대학에 들어가면 세상을 뒤바꿀 지식

을 배울 것 같아 들뜬 적이 있었다. 사회과학은 사회를 분석 변화시키
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처럼 여겨졌다. 더구나 서울대학교 사회과
학대학이라니, 그야말로 가슴 벅찬 이름이었다. 1학년 때 C.W. 밀즈
(Mills)의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에 매료되어 2
학년 때부터 사회학과를 선택했는데 그 ‘상상력’은 결국 사회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사회과학대학 40년사를 돌이켜 보면 내가 입학했던 1981년은 10개

학과 입학생을 사회과학계열로 함께 뽑았던 두번째 해였다. 1975년 
설립이후 법학 경영대까지 함께 사회계열로 선발하다가 79년 법대, 
80년 경영대가 모집단위에서 분리되면서 80학번부터 사회과학대학계
열로 모집되었었다. 81학번은 졸업정원제 첫 입학생으로 정원이 늘어
나 1학년때 LB 1반부터 9개 반이 있었는데 2학년 때 전공별로 나뉘어
졌지만 교양과정, 문무대 입소, 전방입소, 교련 등 많은 교내활동을 
함께 했다. 나중에 여러 과로 나뉘어진 친구들과의 인연을 한꺼번에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즘도 나는 졸업학교를 쓸때면 꼭 사회과
학대학 사회학과로 기록한다.
경제학과를 졸업한 동기 차현진 군도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아 매번 반

갑다. 한국은행에서 일해온 그는 마침 내가 신문사 특파원으로 가 있던 

시절 워싱턴DC에 파견근무한 인연으로  가까워졌다. 요즘 그는 중앙
일보 일요판(중앙선데이) 칼럼에 사회과학대학 졸업이라고 학력을 소
개하고 있다. 『숫자 없는 경제학』, 『금융오디세이』 같은 몇 권의 책도 출
판했는데 역시 저자소개란에 꼭 ‘사회과학대학 졸업’이라고 쓰고 있다. 
사실 경제학과는 상대 전통이 강한 곳인데도 차현진의 책과 글을 볼때
마다 사회과학대학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동기로서 대견스럽다.
사회과학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문회도 발전시키는 것은, 하

버드가 Social Studies 전공을 중시해온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학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한 우리 81
학번 이후 82학번 때는 소계열, 83학번 때부터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
었다가 사회과학계열로 모집단위가 회복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나이가 드니까 사회과학대학 어느 전공 하나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 GIS(지리정보시스템)가 선거
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연전에 공대를 졸업
한 고등학교 선배가 “너는 사회학과 출신으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
각하느냐”고 물어서 놀란 적이 있다. 사회학 같은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통찰력이나 지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공
계 출신 선배의 기대감도 신선했지만 그런 지식이나 소양을 잊은 나 
자신이 무척 부끄러웠다.
‘철학 없는 정치는 혼란스럽고 정치 없는 경제는 공허하다’는 말을 

어느 경제학과 출신 대선배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
학에서 PPE(Philosophy Politics Economics)를 가르치는 것도 그 때
문이라고 했다. 철학은 물론 사회과학대학에 속한 학과는 아니지만 
인문학의 근본인 만큼 사회과학 어느 학문과도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
겠다. 통섭의 시대, 학제연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과학대학
은 우리사회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는 구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문
회 모임이나 기부도 그런 방향에서 더욱 장려되어야 하고 대학 교수
님들도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동문을 이어주는 강연이나 단기코스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1971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공을 기념하여 동문시인 정희성은 

대학신문 기고詩에서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고 
했다. 사회과학대학 졸업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는 감히 “누가 
나라의 길을 묻거든 사회과학대학을 보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농활 잘 다녀왔습니다

누가 나라의 길을 묻거든 사회과학대학을 보게 하라

최형두 국회대변인
(사회학과 81학번)

유호연
(경제학부 1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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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백창재 외 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2015년 2월)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은 한국 국제관계학계의 16인의 교수들이 

한국적 정체성을 지닌 국제관계이론 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공동 

집필하였다. 1,2부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패권국 중심으로 전개되어왔

던 세력균형이론, 세력전이이론, 억지이론, 패권안정론, 지역통합론, 외

교정책결정 이론, 국제제도론, 등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위적 국제관계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

고, 한국의 국제적 상황에서 그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의미를 분

석하고 있다. 3부는 제3세계 국가로서의 탈냉전기의 한국적 상황에 천

착하여, 강대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현실

주의를 비판하면서 형성되어왔던 영국의 국제사회학파 이론, 구성주의 

이론, 여성주의등의 대안적 국제관계 이론들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 연구
백창재 저
사회평론아카데미(2015년 6월)

지난 1995년 미국 주도하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

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세계 무역은 자유주의 질서와 공정하고 투

명한 경쟁의 법칙이 전면화되었다. 그러나 이 기념비적인 국제기구가 

탄생한 지 20년, 도하라운드는 미국의 무관심하에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WTO 무용론까지 운위되는 상황이다. 과연 미국의 무역정책은 기

존의 다자적 자유주의에서 이탈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

가. 20년간 미국 무역정책을 연구한 저자는 건국 이후부터 미국 무역정

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무역정책상의 행위자 그리고 이들의 

목적과 이익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와 미국 무역정책과

의 관계를 밝히고 앞을 전망한다.

 

日韓政治制度比較
강원택 편저
慶應義塾大學出版會(2015년 3월)

유수의 한국, 일본 정치학자들이 저술한 『日韓政治制度比較』는 정치제

도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정치현상과 각각의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수상과 대통령의 리더십, 분할정부(여소야대, 네지래국회), 선거제도개

혁, 정당규율, 수도이전 등의 정치제도론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강원택 교수는 제 2장에서 양국의 분할정부의 문제점과 그 귀결을 시

기별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
강원택 외 공저
오름(2015년 7월)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는 네 가지 측면에서 민주화추진

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첫째는 ‘87년 체제’의 기원으로

서의 민추협의 활동이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

지만, 대통령 직선제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민추협이며, 6·29 선언 

이후의 헌법 개정 과정 역시 이들이 주도했다. 둘째는 ‘야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민추협의 활동을 평가했다.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목표를 갖

고 있지만 민추협은 명백히 제도권 정치인들의 결집이었다. 셋째는 정

치 이념의 차원에서 민추협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80년대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진보적 이념이 유행하던 시기였으며, 이는 특히 학생, 

노동자들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네 번째는 민추협을 민주

화 운동 당시의 사회 운동 세력의 시각에서 평가했다.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
윤영관, 전재성, 김상배, 김치욱, 도종윤 외 공편
늘품플러스(2015년 2월)

이 책은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북핵과 북한 문제를 분석하고 새

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종래의 군사안보와 물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권력개념을 넘어서서 최근 사회학이나 물리학, 역사학에

서 논의되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 비전통안보 분야와 비국가행

위자들까지 포함하는 연결망의 맥락 속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한다. 그 

같은 관점에서 6자회담, 핵미사일, 사이버안보, 무역과 원조, 개혁과 

개방, 접경지대 경제협력, 남북경협,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지털 미디

어 확산, 인권조약, 개념적 통합네트워크라는 북한 관련 주제들을 분

석하고 있다.

 근대한국외교문서 8~11(갑신정변1~4)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장인성 외 8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5년 5월)

『근대한국외교문서』는 1864년 고종 원년에서 1910년 국권 상실 때까지

의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에서 생산된 외교문서와 중국, 일본, 미국, 영

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열강의 한반도(조선 및 대한제국) 정책과 

관련된 외교문서를 포괄적으로 정리·발굴·수집하여 편찬한 외교문

서집이다. 외교문서집은 정부 간 상호작용과 외교 행위의 기록물이자 

국가 구성원의 대외 인식의 정신 구조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한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외교 구상과 외교정책 수행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외교문서집은 단순한 사료집에 그치지 않고 세

계 학계에 자국의 외교정책을 제시하는 기본 자료이자 외교관에게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근대한국외교문서』 갑신정

변 편 4책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와 국가전략: 세계정치의 변환과 연속성
김상배, 이승주 외 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2015년 6월)

변환의 시대—최근의 세계정치는 더 이상 전통적 국가 행위자의 독무

대가 아니라 초국적 행위자와 인간ㆍ비인간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관

여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다. 기술·정보·지식·문화·커뮤니케

이션 등을 둘러싼 신흥권력 게임이 전통적인 부국강병의 게임에도 영

향을 주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 간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평면적 발상으

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변화의 양상이 오늘날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원용하려는 이

론적 시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은 국제정

치학의 오랜 숙제인, 행위자와 구조를 함께 담아내는 이론화를 지향하

는 동시에, 추상적으로만 떠올리던 세계정치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파

악하고, 그러한 와중에 변환을 겪고 있는 새로운 세계정치의 행위자, 즉 네트워크 국가의 신흥권력 

게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이론적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책은 세계정치의 변환과 전통적 

국제정치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현대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과제와 변환의 시대를 맞이하

여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21세기 대한민국—네트워크 한국의 실천적 과제를 풀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담았다.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
김상배 저
사회평론아카데미(2015년 6월)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극화, 그리고 점증하는 초국

적 난제들로 인해 세계 정치의 복잡성이 더해간다. 이 변환의 시대, 한

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의 외교전략을 어떻게 올바로 수립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이론의 탐구가 아니라 실천적 담론의 영역이

며, 기존 국제정치이론이 제시했던 속성, 행태, 정체성, 구조 등의 변수

를 포괄하는 메타 프레임의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 

책은 현 세대 중견국 외교론 수립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방법론으로서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세계질서의 다층적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여 위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중견국의 역할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현실주의

적 자원권력이나 닫힌 정체성이 아니라, 유연하고 확장된 의미에서의 국익 개념과 정체성을 추구하

는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한다. 중견국 외교론의 수립에서 네트워크 이론이 주는 가장 큰 실천적 

함의는, 무엇보다 중견국이 강대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인 위치 찾기가 가능함을 밝히고 평화와 공공적 가치를 담보하는 주체로서 중견국을 설정한 

데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오코노기 마사오, 조용남, 박명규, 신범식, 김영희 공저
푸른역사(2015년 3월)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는 2014년 10월 17일 열린 제6회 

일송학술대회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에서 논의된 글과 

종합토론을 묶은 저술로서 위의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모

색이 담겨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기로에 선 

한일관계-새로운 공생 전략을 생각한다>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글을 시작으로 김영희(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한국에서 본 동북아시아 질서 개편>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 양상

의 변화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살핀다.

교수 신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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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환경, 농업, 식량
김준석, 조동준, 이왕휘 공저
오름(2015년 3월)

『국제기구와 환경 농업 식량』은 국제사회가 식량부족, 식량불균형,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환경계획

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 세 국제기구의 활동과 역할 변화, 내부 의사결

정과정, 내부 정치적 갈등 등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검토한 책이다.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세계정치2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저
사회평론아카데미(2015년 4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한 「세계정치」 시리즈 제22권 『글로

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글로벌 냉전을 지역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

한다. 유럽, 동북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구

분을 토대로 하여, 각 지역에서 형성된 냉전의 특성 및 글로벌 냉전과

의 관계를 비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냉전은 전세계적으로 단일

한 현상이 아니었으며, 지역에 따라 기원, 전개, 종언, 결과, 지속의 면에

서 서로 달리 전개되었음을 밝힌다.

경제학원론 (제5판)
이준구, 이창용 공저 
문우사(2015년 02월)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눈부신 이론적 발전을 이

루었다고 자부해 왔지만, 위기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위기의 

대응과정에서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칫하면 경제의 위

기가 경제학의 위기로 비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공황의 

어두움 속에서 케인즈 경제학이 태동했듯, 위기의 와중에서 새로운 경

제이론의 탄생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 경제와 경제학의 위기가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 포인트였다. 지금 이 순간 세계경제에서 일어나

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업데이트 작업이 우리의 

주안점이었다는 말이다. 새로 추가된 ‘제38장 위기의 경제학’은 이런 노

력의 산물로, 이 장이 추가됨으로써 가장 업데이트된 경제학원론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경제의 격류와 맞서고 

있는 공저자 이창용 박사 덕분으로 한층 더 생생한 현장감을 얻게 되었

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으나 그 밖에도 이런저런 부분에서 상당

한 정도의 개정작업을 수행했다. 조금이라도 흐름에 뒤떨어지는 부분

이 보이지 않도록 책 전체를 다시 쓰는 기분으로 새 기운을 불어넣었

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

만,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미진한 부분은 다음 번 개정

작업의 숙제로 남겨 놓으려고 한다.

 Developing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University-Industry Interactions in the Global South

이  근 외 편저
Edward Elgar(2015년 1월)

기업과 대학 간의 교류는 혁신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이 책에서는 개

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 3 대륙에 걸친 비교 연구를 새롭게 보여준다. 

그 성과물로 각기 다른 개발 단계를 거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산학 교류 형성에 대한 더욱 보편적이고 다이나믹한 시각을 

선보인다. 전문가의 관점으로, 실증 조사와 이론적 논의의 결합을 선보

이고, 혁신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수량화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방향이 제시된다. 독자들은 기업과 대학 간 생생한 관계와 이

가 미래의 혁신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를 증진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혁신 분야, 진화 경제학, 과학 기술 연구, 개발학 학

자들은 이 연구에서 크게 도움받을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연구 조사 기

관과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매력적일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for Economic Development
이근, 안상훈, Bronwyn H. Hall 편저
Edward Elgar(2014년 8월)

지적재산권(IP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는 경제 개발에서 이

중적 역할을 담당한다. 발명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혁신을 촉진

시키는 한편, 혁신의 전파를 제한시켜 기술 추격과 학습을 지연시키기

도 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는 개발도상국의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도움을 주는가? 이 책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IPRs을 소개하고, 

혁신의 여러 요소들과 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IPRs과 연구소(학계, 공공연구기관, 연구 공원과 같은 기업연구소 등)

의 질 등 다른 요소들 간의 관계, 훈련된 인적 자본의 가용성, 연구 협

력과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산학 연구 협력 또는 국제 협력) 등의 주제

가 개발도상국의 맥락으로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다.

함께 산다는 것: 세상의 작동 원리와 나의 위치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아브람 더 스반 저/한신갑, 이상직 공역
현암사(2015년 6월)

 이 책은 인간과 사회를 일관된 틀, “의존“으로 비교 서술함으로써 사

회의 기원과 작동 원리에 대하여 명쾌하게 안내한다. 사회학의 주요 개

념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비교 서술하여 

현대사회의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비

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과 직장, 계층과 권력, 종교와 법, 

예술과 환경 등을 통해 사회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의 숨

겨진 구조가 무엇인지 파헤친다.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

고 왜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

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은 어떻게 사회화되는지, 어떻게 ‘집합행동의 

딜레마’가 생기는지 등 사회의 구조를 탐구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지리학
허우긍, 손정렬, 박배균 공편
푸른길(2015년 4월)

최근 네트워크 개념의 사회과학적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

서 지리학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리학 

내에서 개발되었던 전통적인 그래프 이론의 분석들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으로 차용되면서 범사회과학적 적용의 틀이 마련되는가 

하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네트워크적 관점을 통해 

지리학 내의 연구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

라는 개념은 점점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네트워

크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

서 이 책은 지리학 내에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간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는지를 정리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정립해 나가는 데에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사회복지: 법적이슈, 실천기술, 권익옹호(번역서)
Fernando Chang-Muy, Elaine P. Congress 공편/김욱, 
최명민, 강선경, 신혜종, 김기덕, 강상경 공역
학지사(2015년 4월)

이 책은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전문가, 연구자, 학생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나 실무자들이 이민자, 난민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민감

성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총 4부 1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 및 최근 동향 그리고 이민자 난민과 

일하는 데 적용 가능한 이론, 정책 및 옹호 방법, 문화적 유능감 등의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 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
안상훈 외 공저
집문당(2015년 4월)

이 책에서는 단순히 소득의 문제로 불평등의 문제를 조망하는 기존의 접

근법에서 탈피하여 생애주기별·부문별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안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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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박 찬 욱  학장

서울대 사회대가 한국 기초사회과학의 보루로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위상을 굳건히 하고, 각 학과(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회대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면 사회대 발전기금 확충이 긴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회대의 각 학과(부)와 사회대가 주관하는 연구소들이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통합적인 사회과학 교육, 종합적이고 융·복합적인 창의적 연구, 교수·학생·직원을 포함한 구

성원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대 전체 차원의 발전기금 조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회대는 교내 타 단과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개별 학과(부)와 연구소 단위의 발전기금 모금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

하다.

사회대 출범 이후 사회대 차원에서 이자만을 사용하는 기본재산, 원금을 쓸 수 있는 보통재산을 통틀어 1억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접수한 경우는 2014년 3월 이전 SK, 삼익악기 스페코, 영원무역, 그 이후 고려아연을 망라

한 4개 기업의 경우이다. 여기에 사회과학도서관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된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

구재단에 거액을 출연해 준 에스콰이어를 합해도 5개 기업에 불과하다.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큰 금액을 기꺼이 출연할 독지가를 찾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의 

모금이 어려워진 현실을 생각하면 여러 대안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기부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 학장단 임기 중 양영재단, 사조산업,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

정, 성명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회대 교수를 비롯한 기부자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다 바람직한 경우는 1천만 원에 미달하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소액다수의 기부일 것이다. 

이미 사회학과는 동문과 교수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발전기금을 성공리에 모금하고 있다.

특히 사회대 졸업생과 교수를 포함한 구성원으로부터의 소액다수 모금을 목표로 하여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 

참여신청 양식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이는 2015년 3월에 발간된 뉴스레터에 뒤표지로 첩부되었다. 이런 노력에 

호응하여 뉴스레터를 받아본 경제학부 92학번 한창욱 동문이 올해 4월에 1백만 원을 출연했고, 경제학부 86학번 

이규호 동문이 올해 5월부터 매월 1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소액다수 모금은 사회대 동문 활성화와 구성원의 관

심 제고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사회대 발전의 촉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낮은 이자율 시대에는 10억 원 이상의 거액이 아닌 경우 보통재산 기부를 진작시키고, 또한 기부자의 

희망사용처 즉 기부대상은 사회대로 지정, 위임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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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김진구  ㈜산성앨엔에스

박정혜  故김동휘 상공부 장관 배우자

익명후원자 1명

1억 원 이상
도성환  홈플러스e파란재단 

주진우  ㈜사조산업

1천만 원 이상       
문대원  동화산업장학재단 이사장  

윤석헌  재단법인 정민 이사장 

최상록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제28기 동문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1백만원 이상 
김상헌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경  ㈜현대리서치연구소  

이병훈  ㈜에이씨피씨 대표이사   

조유현  세명대학교 교수     

조혜정  조혜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창욱  국세청 국장 

황상무  한국방송공사 앵커 

재단법인 필봉장학재단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백창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안도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혜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경훈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배은경  서울대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故허재영  서울대 사회학과 동문    

정승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동문    

1백만원 이하
김운배  신한금융투자 지점장 

이규호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사  

윤보희  신한은행    

황유리  명지대학교 교수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2015. 2. 21 ~ 2015. 7. 31 (약정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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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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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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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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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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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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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예우

감사장

◦

◦

◦

◦

(유료)

1년

◦

SNU
Sponsor
1백만 원 이상

기념품 및
간행물

기부인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 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

◦ 프리미엄 검진

◦

◦

◦

◦

◦

◦

◦

◦

◦

◦

◦

◦

◦ 객실무료(연7일)

◦

◦

◦

10년

◦

◦

◦

◦

◦

◦

◦

◦

◦

◦

◦ (기한)

◦ 

◦

◦

◦

◦

◦ (기한)

◦ (기한)

◦ (기한)

◦

◦

◦

◦

◦

◦

◦

(유료)

◦

◦

◦

◦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Club
50억 원 이상

Gold
Honor Club
10억 원 이상

SNU
Honor Club
1억 원 이상

SNU
Sponsor
1천만 원 이상

감사패

기념품

대학간행물 우송

서울대 달력 증정

전시회·공연 초청

기부인 명패(대학본부)

기금 명칭 부여

교내 주요 행사 초청

근조기 배치

포스코스포츠센터 무료 이용

미술관, 박물관 무료 관람

중앙도서관 이용

호암교수회관 할인

무료주차태그 발급(관악)

평생교육원 수강 할인

진료 예약

의전  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주선



절

취

선



절

취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