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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캠프

제1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캠프가 2019년 1월 29일 09:00부터 사회과

(부)별 조교들의 전공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각 조

학대학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및 16동 강의실에서 열렸다. 본 캠프는 전국

에서 조별 주제토론 시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 3명씩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116명을 선발

이봉주 학장의 우수조원포상과 함께 사회과학 캠프 수료증 수여로 마무리

하였고, 총 114명이 참여하였다. 오전에는 주병기 학생부학장의 사회로

되었다.

시작하여, 박정재 기획부학장의 사회과학대학 소개와, 조동준 정치외교

캠프를 통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

학부 교수 "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주병기 경제학부 교수 "시장과 불평

고 사회과학의 위상 확립 및 사회과학분야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습득의

등", 이은주 언론정보학과 교수 "뉴스가 독자를 만났을 때: 댓글은 우리에

기회를 제공하였고, 관심 분야에 대해 먼저 공부를 시작한 재학생들과 조

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한소원 심리학과 교수 "의식적 사고, 무의식적

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과학 전공 내의 8개 학

사고", 김재석 인류학과 교수 "인류학: 상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의 모

과(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색"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특강과 관련된 내용들로 조별 주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과학 전공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해 준 특강이였

제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참여학생들끼리 관련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으며, 전공학생들로부터 구체적인 전공 내용이나 진로 전망 등을 직접 들

방안 모색 등 건설적인 토의활동을 벌였고, 이후 사회과학대학 8개 학과

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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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뉴스레터 ｜ 학위수여식

제73회 전기 학위수여식

제73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26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2,439명, 석사 1,750명, 박사 730명 총 4,919명이
학위를 받았다. 오세정 총장은 학위수여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서울대 출신
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은 총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각자 나름대로 기여하며 서울
대 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정 총장은 “헌신과 혁신을 통해 공동체를 위해, 사회
적 약자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각자 기여하며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집중하며 자신이 설정한 성취를 이룰때까지 매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방탄소년단(BTS)을 세계적 스타로 키워낸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미학과 1997년
졸업)가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제게는 원대한 꿈이 없는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고,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라며 ‘분노의 힘’을 강조하고 “앞으로 졸업생들의 여정에는 부조리와 몰상식이 많이 놓여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분노
하고, 부조리에 맞서 싸워 사회를 변화시키길 바란다”, “자신이 정의한 것이 아닌, 남이 만들어 놓은 ‘목표’와 ‘꿈’을 무작정 따르지 말라”며 상
식에 기초한 꿈을 키우고, 이를 좇아 사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과학대학은 학사 328명, 석사 81명, 박사 24명을 배출했고, 최우수 졸업자 신지수(경제학부)를 비롯하여 115명의 최우등 졸업자와 130
명의 우등 졸업자가 수상했다.
사회과학대학 우수졸업자 명단
· 최우수 졸업 : 신지수(경제학부) 1명
· 최우등 졸업: 조현서, 김도형, 이내경, 도주은, 서영수, 오석주, 윤혜연, 장설희, 양정태, 장재용, 조승우, 우종수, 한예람, 김가현, 강민정, 장예은, 이용현, 안유리, 양하연, 김지혜, 박종민, 지혜, 이재호, 장하라, 김두빈, 전예아, 박수지(이상 정치
외교학부), 기세환, 김경률, 김미소, 김민수, 김민정, 김서연, 김준영, 김지현, 김지홍, 김지환, 김철우, 김태현, 김혜원, 남승희, 문수영, 민들레, 박상우, 박상준, 박성호, 박정아, 반유정, 방영호, 백주홍, 서영교, 서유성, 송근상, 송재하, 신수용, 신
정윤, 신주영, 안재동, 유호연, 이가은, 이경호, 이상원, 이유리, 이채현, 이하영, 장경욱, 정수민, 정영훈, 정윤승, 정재은, 조성혜, 조윤수, 조환준, 최윤희, 홍준선(이상 경제학부), 박수현, 김두희, 박선영, 염주민, 이성진, 이예린, 이윤아, 장미수,
전혜원(이상 사회학과), 김세린, 감나영, 안미혜, 양한결, 이유라, 주예진(이상 인류학과), 금서현, 문준섭, 오세민, 오혜정, 이유진, 장원진, 정성연, 진민경, 홍석훈(이상 심리학과), 이유나, 이준기(이상 지리학과), 강현민, 김세원, 박정연, 송지
현, 양병헌, 윤혜정, 장온유, 정영훈, 최유정(이상 사회복지학과), 김경은, 강다정, 강보배, 박지원, 정인창(이상 언론정보학과) 115명
· 우등 졸업: 구한결, 권승우, 권예본, 김유리, 김준영, 김준호, 김지은, 남미애, 박건, 박성엽, 박욱진, 박진실, 박태양, 박하은, 서휘수, 송은우, 송재아, 우종욱, 유준근, 윤태진, 이건유, 이소혜, 이정상, 이지윤, 이창환, 이혜진, 이호준, 임채민,
임채연, 장진우, 탁지영, 태희준, 한소연, 함태균, 홍성준, 홍준석(이상 정치외교학부), 강진혁, 권순현, 김다은1, 김다은2, 김다혜, 김동준, 김병선, 김아라, 김진우, 김진현, 김혜지, 김희정, 노현수, 민상오, 박동녘, 박상후, 박정진, 박준영, 박현
태, 안기섭, 양동곤, 연다은, 유규연, 유영석, 윤현식, 이규원, 이병준, 이수진, 이윤선, 이준형, 이태윤, 이현배, 이현진, 이환히, 임재홍, 임지혜, 임찬우, 장홍, 전욱태, 정병창, 정성호, 정용재, 정지연, 정한슬, 조선형, 지시영, 최인오, 최호진, 탁
민수, 한승훈, 허국녕(이상 경제학부), 강보성, 라서연, 박혜진, 이준학, 임재연, 조현, 홍유담(이상 사회학과), 권은채, 김세영, 김정현, 김지원, 박소담, 심현아, 장예린, 정은재(이상 인류학과), 고준현, 김지훈, 김한별, 김한영, 김혜인, 노태영, 윤
소람, 조은주, 황태훈(이상 심리학과), 김관민, 김동오, 김주연, 문재언, 배지용, 안재구, 오문현, 윤상현, 이민재, 정재선(이상 지리학과), 서형교, 이준혁(이상 사회복지학과), 김광준, 김준영, 김채경, 서은지, 선우승환, 신지연, 이창곤(이상 언론
정보학과)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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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이춘길 심리학과

서울대로 부임하기 위해 떠나는 나에게 포스트닥 지도교수께서 해 주셨던 이야기가 기억난
다. “교수가 일생 동안 좋은 논문을 10편 이상 남길 수 있겠는가. 교육은 연구에 못지 않게 중
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포스트닥 지도교수는 한국의 연구 환경을 염려하고 있었지만 나는
도전적인 환경을 택한 셈이었다. ‘사막에서도 실험실을 세울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이미 수년간 경험하고 난 다음이기도 했다.
1988년 부임 첫 해, 원숭이 수입업자는 한 마리에 600만원이란 견적을 전해 왔다. 한국과학
재단이 막 지원을 시작했었던 일반연구비는 연간 500만원 가량이었을 때였다. 물론 원숭이
는 연구 준비의 일부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은 ‘과학’재단이 지원
하는 분야가 아니었다. 이런 사정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포스트닥 지도교수의 위로는 자주
떠올랐다. 200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네 마리의 원숭이가 내 실험실에 도착하였다. 지금도
그 날의 흥분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 달 후, 공조 시설의 오작동으로 세 마리가
질식사한 것을 발견한 어느 날 아침의 절망감을 잊을 수 없다. 다시 시작하면서 해결할 수 있
는 이런 일들은 나은 편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여러 교수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일해 온 것을 알고 있다. 훨씬 어려웠
을 시기를 거쳤던 선배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느끼게 된다. 한 해에 과학분야 논문이 250만편 이상 발표되고
있는 지금, 30여년의 경력을 통틀어 ‘좋은 논문 10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대해
아쉬움이 없다.
사회대에 원숭이가 웬말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교수님들, 직원 여러분, 건승을
빌겠습니다.
2019년 2월 이춘길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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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았다
유근배 지리학과

떠날 때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1979년 6월 말, 2년 4개월의 병역 의무를 마칠
그때에도 속 시원함과 함께 가까이 지내던 ROTC동료들과의 이별로 섭섭했던 기억이 새롭
다. 지난 30여 년간의 서울대 교수생활을 마감하는 이즈음도 양털구름같은 홀가분함과 얼
마간의 섭섭함이 교차하고 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훌륭한 선후배교수들과 좋은 학생들
이 있어서 행복했다. 더구나 학교안팎에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지 않았는가.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1월 1일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학장이셨던 임종철교수님은
나의 사회대 입성으로 사회대 교수수가 세자리가 되었다고 기뻐하셨다. 초임 교수시절 사
회대는 서울대와 같이 연합체 성격이 짙었다. 견해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나의 눈에는 문
리대 출신교수들과 상대 출신교수들 사이에는 이질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대학의
본질에 관한 이해일 수도 있고, 수십 년간 누적되어왔을 학풍일 수도 있었다. 미묘한 갈등
이 감지되었지만, 和而不同이어서 좋았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교수, 특히 서울대 교수에 대
한 평가는 썩 좋은 편이었고, 서울대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회대의 비중도 그러했다.
요즈음 관악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교수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초창기
연합체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고, 학과간의 연구와 교제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6층 휴게
실 오후의 떠들썩한 우정과 바둑판의 소음은 어느 틈에 사라졌다. 학장 단은 사소한 점심으
로 또, 와인모임으로 사회대 교수들의 교제를 진작시키려는 아름다운 교유정책을 펴고 있
다. 隔世之感이다.
나는 지난 30여 년간 전대미문의 급변하는 시류를 목도할 수 있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때마다 사회대의 어느 학과, 어느 교수인가는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미래한국을 위한 지
혜를 던지려고 애써왔다. 사회대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한국사회는 또 그것을 학수고
대할 것이다. 물론, 曲學阿世의 행태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정녕, 학자에게 특히, 남의
선생된 자에게 敬과 愼獨은 시공을 넘어서는 덕목이다.
문득, 이러저러한 업적의 의무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眼前에 전개되고 있다. 먼저 고독하고
싶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 지난 수십 년간 참아왔던 것들을 즐겨보았으면 좋겠다. 禹임금이
治水事業을 일으키면서 변개시킨 중국의 자연환경을 추적하고 싶다. 이런 일은 천천히 진
행해야하기 때문에 퇴직자에게 어울리는 일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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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식
2018년 11월 14일 소회의실에서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생 우
수논문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박사 10명과 석사 1명 총 11명
이 수상하였으며, 시상식에는 이봉주 학장, 주병기 학생부학장
외 수상자의 논문지도교수가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사회과
학대학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은 우리대학의 우수한 학문후속세
대 양성과 연구의 고취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2018년 수상자
는 아래와 같다.
· 박사: 이하경(정치외교학부), 손정욱(정치외교학부),
최정훈(경제학부), 이정연(사회학과), 이길호(인류학과),
안도연(심리학과), 이정훈(지리학과), 이원진(사회복지학과),
이상규(언론정보학과), 김원정(여성학협동과정) 10명
· 석사: 유인경(경제학부) 1명

2018년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식
2019년 2월 15일 12시 소담마루에서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
학대학 Research Grant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올해는 최우수상 1팀(2명), 우수상 3팀(4명) 총 6명이 수상하
였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
는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사회과학분야 논문지도 프로
그램인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는 교수와
의 학문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연
구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선발된 학부
생들은 소정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심사를 통한 우수논문 선정
및 시상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올해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최우수상: 이경호(경제학부), 최지훈(자유전공학부) 2명
· 우수상: 송찬우(경제학부), 박서영(심리학과),
오혜정(심리학과), 김진욱(지리학과) 4명
※ 최우수상 요약문 Research Grant 내용 pag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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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업설계 우수 과제 시상식
2019년 2월 15일 12시 소담마루에서는 사회과학대학 교육
혁신 교과목 우수과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시민정치론, 인
류학연구방법실습,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에서 각 1팀을 선정
하여 팀별로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사회혁신형, 교육혁
신형 수업설계 프로그램은 교과목의 티칭 방식 또는 새로운 방
식의 수업설계를 통해 문제해결과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우수보고서 선정과 시상을 진행하였다.
· 시민정치론: 장재용(정치외교학부), 권형구(정치외교학부),
박천호(인류학과), 김지민(인류학과)
· 인류학연구방법실습: 국명표(인류학과), 김주효(정치외교학부),
남혜인(정치외교학부),
이원영(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김건(사회복지학과), 서돈향(언론정보학과),
박가영(사범대학 역사교육과)

「SK-서울대」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과 서울대학교는 양 기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회혁신
전문인력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하고 2018년 11월 5일(월) 11:00 서울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SK행복나눔재단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도시사
회혁신 전공을 운영하게 된다. 재단의 지원금은 사회혁신 교육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혁신 인재 육성에 활
용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MOU 체결식에는 최광철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과 박찬욱 총장직무대행, 이봉주 사회과학
대학장, 성종상 환경대학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SK그룹은 지역사회 참여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3년에 걸쳐 총 7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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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 학술교류·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양 기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의 추진에 필요
한 협력을 함께 나서기로 하고 2019년 2월 21일(목) 11:00 서울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공동연구 조사프로그램 수행, 연구자료·출판물 및 지식·학술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MOU 체결식에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이봉주 사회과학대학장, 신범식 교무부학장, 박정재 기획
부학장,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사회과학대학 직원·조교 학사협의회 및 체육행사 개최

사회과학대학은 2018년 10월 18일 직원·조교 학사협의회와 11월 2일 직원·조교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학사협의회는 직원 및 조교
포함 약 40명이 참석하여 경복궁에서 고궁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
며, 오후에는 사회대 현안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교무, 학생, 서무, 연구 등 현업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한 토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체육행사로 관악산 연주암 등반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대·대만국립대 사회대 공동 워크숍

2018년 12월 10일 서울대 사회대/아시아연구소와 대만국립대 사회대 간의 국제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오전에는 서울대 사회대와 대
만국립대 사회대 소속 연구소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오후에는 10편의 논문 발표가 성황리에 이어졌다. 양 대학의 참가자들은 종합토론
시간에 앞으로의 학술 교류와 관련하여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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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아시아연구소 방글라데시 현지 답사 및 연구과제 방문

사회대 교수들과 아시아연구소 연구원들은 2019년 2월 9일에서 13일까지 방글라데시 치타공을 방문하여 영원무역 공장이 위치한
KEPZ 구역과 인근 지역을 답사하였다. 세미나 시간에는 방글라데시를 연구 거점으로 삼아 남아시아 지역의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두
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치타공 사립대학의 부총장과 일부 교수들은 아시아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
진하였다.

2018년 하반기 전국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전국 27개 회원교로 구성된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봉주)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 센터에서 2018년 하반기 전국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는 ‘연구재단의 사회과학분야 지원 방향’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조환수 단장 발표가 있었다. 사회과
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두고 중지를 모아,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을 포함한 사회과학분야 연구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포
함한 현실적인 쟁점들을 다루었다.

명절맞이 사회과학대학 이웃돕기 성금 전달

<추석 명절> 2018년 9월 18일 동명아동복지센터

<설 명절> 2019년 1월 30일 상록보육원

이봉주 학장, 김태춘 행정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2018년 9월 18일 (좌)동명아동복지센터(관악구 보라매동 소재)를 방문하여 성금 100
만원을 전달하였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19년 1월 30일 (우)상록보육원(동작구 사당동 소재)을 방문하여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사회대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관악구내 보육원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성금은 사회대 교수 급여에서 모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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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2018.10.29.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사회계열 대학
종합순위에서 2017년에 이어 서울대학교가 1위로 평가되
었다.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국내 1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Happy hour’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로 시간을 변경한 사회과학대학 ‘Happy hour’ 는 10월에는 64동에서 언론정보학과 주관으로, 11월에
는 아시아연구소 6층 휴게실에서 지리학과 주관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하며 사회과학대학 교수·직원의 소통과 Happy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사회과학대학 외벽 CSS 로고 부착
사회과학대학은 16동과 16-1동 건물
외벽에 동 숫자와 함께 사회대 로고인
CSS(College of Social Science)를
부착하여 사회과학대학을 상징하였다.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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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재 교수,
국제응용계량경제학회 석학회원 선출
황윤재 교수가 국제응용계량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pplied
Econometrics: IAAE)의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출되었다. IAAE는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를 발행하는 세계적인 계량경제학회 중 하나이며 최근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노
벨경제학상을 수상한 4명의 학자들도 석학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병연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김병연 교수가 2018년 9월 17일에 대한민국학술원상(사회과학분야)을 수상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 정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우리 학술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있고 영예로
운 상이다. 김병연 교수는 북한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추리적, 단편적으로 연구되던 북
한경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서 북한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외에 알
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승주 교수,
제7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최승주 교수가 2018년 10월 12일에 제7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하였다. 다산경제학
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만 45세 이하의 역량 있는 경제학
자 중 최승주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인간의 합리성 제약 정도를 실험경제학 방법론을 통해 측정
하고 이를 경제적 성과와 연결하는 실험·행태경제학 분야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다. 다산경제학
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고 경제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
해 1982년에 제정됐다.

권석만 교수,
2018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및 특별강연회
권석만 교수는 임상심리학자로서 학생들과의 소통, 우수한 강의, 많은 저술과 후학 양성을 통
해 대학교육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8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으
며 2018년 12월 17일에 사회대 국제회의실에서 “교수의 삶과 사제관계에 대한 반성: ‘관계
기반적 교육’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수상 기념 특별강연을 하였다.
권석만 교수는 핵심교양강좌인 <인간관계의 심리학>을 개설하여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 인기강좌로 육성하였으며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현실을 반영한 전공교육을 위해 『현
대 이상심리학』,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인간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등 다수의 대학
교재를 저술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정신건강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상담활동 및 관련된 보직활동에 진력하였으며 대학원 지도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관계
기반적 교육’을 통해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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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부

사회학과

· 안두환 연계전공 유럽지역학전공주임 겸보(2019년 1월)

· 장덕진 사회학과장 겸보(2019년 3월)

· 박원호 협력부처장 겸보(2019년 2월)

경제학부
· 홍기현 교육부총장 및 대학원장 겸보(2019년 2월)
· 황윤재 경제연구소장 겸보(2018년 9월)

지리학과
· 김대현 국토문제연구소장 겸보(2019년 3월)

사회복지학과
· YOO JOAN PAEK 사회복지학과장 겸보(2019년 3월)

| 직원 소식 |
· 이화정 선임주무관 교학행정실 발령(2018년 9월)

· 박미경 선임주무관 자연과학대학 발령(2019년 2월)

· 박소현 선임주무관 서무행정실 발령(2018년 9월)

· 이서경 주무관 교무처 학사과 발령(2019년 2월)

· 유혜련 주무관 연구지원과 발령(2018년 9월)

· 송영주 실무관시보 교학행정실 발령(2019년 2월)

· 송 희 주무관 입학관리본부 발령(2018년 9월)

· 권견우성 실무관시보 서무행정실 발령(2019년 2월)

· 우미숙 선임주무관 정치외교학부 발령(2019년 2월)

| 학생 소식 |
2019년 새내기 새로배움터

제37대 사회대학생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진행하였고, 총 750명의 사회대 학생들
이 2박 3일 일정에 다녀갔다.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는 사회대학생회 및 민중의례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새맞이기획단이
선정한 핵심주제 여섯 개를 담아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대 학생들이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인 어울마당과 울림마당을 진행하여, 다양한 동아리 공연과 과/반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
졌다. 하지만 새내기 새로배움터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밤 준비되어 있는 과/반 뒤풀이 시간으로, 새로 입학한 새내기들과 재
학생 정든내기들 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새내기 새로배움터는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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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정치외교학부 엠티
2018년 9월 14일~15일, 인천 차이나타운 및 강화도

서울대학교 정치사상워크숍
9월 13일(목): 홍종욱(서울대 인문학연구소),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발표 일시 및 장소: 2018년 9월 13일(목)
오후 6:30-9:00, 사회대 국제회의실
2018년 9월 14일에서 15일까지 1박 2일간 정치외교학부 학부

초록: 중일전쟁기 일본 지식인들이 주창한 동아협동체론은 중국

전공엠티가 진행되었다. 교수님과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인천에서

과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넘어 트랜스내셔널한 사회 변혁과 동아

진행된 이번 전공행사는 개항장소로서의 인천의 정치학적 의미와

시아 재편을 지향하는 전시변혁 담론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

한국의 근대외교사, 그리고 화교들의 삶과 고충을 이해하는 것을

한 일정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일본의 일방적인 침략을 억제하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날에는 차이나타운, 인천 개항박물관 등을

고 동아시아의 다문화적인 공생을 이야기하려는 제국주의 비판과

방문하여 견학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개항지인

신식민주의가 혼재된 양가적인 담론이었다. 동시대 조선 지식인

강화도를 탐방하며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

들은 이러한 동아협동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인 담론

졌다.

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전시 하에 강화된 '내선일체' 구호에 의한
황민화의 압력에 저항하면서 다문화적인 동아협동체를 향한 재편

정치학전공 대학원 워크숍
2019년 1월 28일~29일, 전라북도 군산 및 부안

속에서 조선의 자립성을 지키고 일본의 파시즘을 비판하려는 시
도와 연동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을 지향하는 민족 운동

2019년 1월 28일에서 29일까지 1박 2일간 정치외교학부 정치

이 가혹한 탄압으로 좌절된 가운데 '전향' 담론의 형태를 띠면서

학전공 대학원 전공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전공교수님 6분과 50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한 위험한 전략이기도 했다. '대일협력'

여명의 대학원생들이 근대 개항지였던 전라북도 군산 일대를 방

과 비판·저항의 틈새에서 활로를 열고자 하는 아슬아슬한 노선으

문하여 일제강점기 한국의 근대역사를 반추하는 한편 한반도의

로서 '친일'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과 마주하기 위

지정학적 의미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군산의 정

해서는 몇 겹으로 착종된 담론을 헤쳐 들어가는 독해가 필요하다.

치·역사적 배경은 정치학전공 구성원들에게 한반도 정세의 구조

본서에서는 각 텍스트에 주석을 달고 주제별로 집필한 해제를 부

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쳐 새로운 독해를 시도하였다.

생존 및 발전 전략을 구상해보며, 이론과 현실정치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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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목): 차주항(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디지털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8일(목)
오후 6:30-9:00, 사회대 국제회의실

산하 연구소 학술활동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는 아

초록: 디지털 기술과 전산화된 인문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래와 같이 2018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

방식의 인문학 연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

은 3회의 강연(한국정치사 콜로키움)을

라간다. 영미권 인문학계 내에서 이러한 시도는 2008년 금융위기

개최하였다. 또한 전공 교수님들과 대

를 기점으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재브랜딩을 거쳐 특수학문분

학원생들이 참여하는 한국정치사 사료

야로 급성장하였다. 한국학의 경우, 놀랍게도 이미 1960년대에

강독회를 6회 진행하였다.

컴퓨터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권력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
고, 이어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문화산업을 활성화하
려는 목적으로 엄청난 국가 예산이 인문데이터의 전산화에 투입

제1회

되었다. 앞선 시도들과 인문데이터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제 목: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경제성장의 기원,

한국학은 아직까지 인문학계에서 주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

1953 - 1965: 전통설과 새로운 해석

나, 그만큼 향후 개척할 수 있는 연구주제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강연자: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 한국학의 기원과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일 시: 2018년 10월 26일(금) 12:00 ~ 14:00

어떠한 방향으로 인문학과 데이터 분석의 융합연구를 개발하는

장 소: 사회대 338호 (16동 338호)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내 용: 해방 이후 진행된 산업화와 한국경제 성장의 기초는 1960
년대 전반이 아니라 1950년대에 마련되었다. 휴전 이후 1950년대

12월 17일(월): Ian Shapiro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Democratic Competition: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발표 일시 및 장소: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0:00-11:30, 사회대 국제회의실
초록: Ian Shapiro discusses the varieties of political
competition across the democratic world. He shows
why efforts to reform political partie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o make them more democratic have
backfired, compounding voter alienation, undermining
good governance, and empowering demagogues and
other populists. He also explains what needs to be done
to reverse the trend. This talk draws from his new book
with Frances Rosenbluth: Responsible Parties: Saving
Democracy from Itself (Yale University Press, 2018).

동안 도입된 무역, 산업 정책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
는 물적 기반을 제공한 원조가 해방 이후 산업화의 본격적 출발점이
었으며 근대경제성장의 초석을 갖추는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제2회
제 목: 이승만과 김구의 역사정치학
강연자: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 시: 2018년 11월 2일(금) 12:00 ~ 14:00
장 소: 사회대 국제회의실 (16동 349호)
내 용: 우남 이승만(1875-1965)과 백범 김구(1876-1949)를 21세
기 문명충돌의 한반도에서 역사정치학적으로 되돌아본다. 역사정치
학이란 역사학+정치학이라는 복합학적 의미와 아울러 정치적으로 왜
곡, 과장, 오용되기 쉬운 역사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을 의미한다.

제3회
제 목: 천막 속의 과학자들: ‘냉전의 적’과 ‘동양사회’ 사이에서
- 6·25전쟁기 미국 사회과학자들의 포로 연구와 한국·중국 사회 연구 강연자: 정용욱(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일 시: 2018년 11월 16일(금) 12:00 ~ 14:00
장 소: 사회대 국제회의실 (16동 349호)
내 용: 6·25 전쟁기에 한국에 파견되어 포로들을 통해 북한 사회와
중국 사회를 연구하려 했던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냉전 초기 미국 사회과학계의 냉전의 지식체계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형성 과정의 일단을 조망하려 한다.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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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모의유엔 총회 개최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제31회 모의 UN 총회가 “이기심의 바다, 표류하는 난민”이라
는 주제로 11월 12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모의
유엔 총회는 최근 부각된 유럽의 난민 문제 및 제주도 난민 문제

정치외교학부 학위수여식 개최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식이 8월 29일 화요일 서울
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정치학전공에서는 학사 9명, 석

를 통해 글로벌 이슈가 국내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과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내외에서 약 2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 8명, 박사 3명이, 외교학전공에서는 학사 13명, 석사 16명, 박
사 1명이 졸업하여 총 50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 날 졸업식에
는 유홍림 정치외교학부장이 졸업식사를 맡아 졸업생을 격려했
다. 한편 대학 생활 중 학업, 봉사활동, 학내 리더십 활동 등 자기
주도적 성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미래글
로벌지도자상에는 정치학전공 윤용빈 학생(정치15)과 외교학전
공 이보라 학생(외교12)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제교류세미나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과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一橋大學) 법학
부 간 제22회 국제교류세미나가 11월 17일 히토츠바시 대학교
구니타치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문화, 안보, 경제의 3가지 주제
에 대한 학생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진 강평과 뒷
풀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
을 가졌다. 발제 주제는 ‘지역정치와 공공외교-유네스코 세계 유
산을 통해 본 한·일 역사 문제의 기원’, '동북아 안보 변동-미사일
위기에서 관계개선으로: middle power 싱가포르의 시점에서',
‘통상분쟁 및 국제분쟁-TPP와 세계경제’이다.

연계전공 유럽지역학 페스티벌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018
연계전공 유럽지역학 페스티벌”이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되었
다. 이 특강은 유럽 전문가의 주제 발
표에 이어 학생들이 함께 토론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일
간 총 100 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8일에는 김종법 교수(대전대)가 “지
역 정서, 정체성, 극우 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의 정당정치와 최근 대
중적 지지를 확보한 극우 포퓰리즘에 대해 발표했다. 9일은 “유럽
과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홍태영 교수(국방대), 조홍식 교수(숭실
대), 윤비 교수(성균관대), 김면회 교수(한국외대), 김준석 교수(가
톨릭대), 윤석준 박사(서강대)가 강의했으며, 발표 후 학생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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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정외포럼 개최

외교학전공 대학원 런치세미나

제16차 정치외교학부 포럼이 11월 20일 사회대 국제회의실에

대학원 런치세미나가 지난 10월 16일, 11월 28일, 2회에 걸쳐

서 진행되었다. 고고사학과 박정호 교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치외교학부 세미나실, 국제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런치세

<모나리자>”라는 주제로, 다 빈치의 모나리자 등 대표 작품을 통

미나는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논문 작성, 유학 등 학

해 그의 일생과 당대 정세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

생간의 연구과정을 교류하여, 더 좋은 연구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한 연사 본인의 정치학도에서 미술학도로 전환하게 된 계기와 과

구성한 자발적 모임으로 이번 학기 발표자와 주제는 아래와 같다.

정, 두 학문간의 연계와 장단점에 대해 공유하며, 학제연구를 간

- 석사과정 김화경, 기후변화와 중견국외교: 북유럽 국가의 연대

접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외교를 중심으로
- 박사과정 장성일, 사회과학 논문쓰기

‘글로벌리더십연습’ 전공과목 현지 답사
정치외교학부 글로벌리더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학년도 2
학기 학부생들의 논문 작성 지도 및 현지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글로벌리더십연습’ 과목이 개설되었다. 이 과목은 “로컬 거버넌
스와 지역 활성화: 지방 소멸과 지방 재생의 갈림길에서”, “미래
의 동아시아 안보 질서 연구 세미나”의 부제로 각각 외교학전공
이옥연, 전재성 교수의 지도 하에 강의, 고전 강독, 전문가 초청
특강, 현지 조사, 논문 발표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 강좌에는 정치
외교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30여 명이 참여하여 학기 중 일본

연계전공 유럽지역학 논문공모전

나오시마 답사와 게이오대학 학부생과의 대화, 대만 답사를 진행

정치외교학부에서는 2월 1일 사회대 국제회의실(349호)에서

했으며, 각자 맡은 연구 주제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2018 연계전공 유럽지역학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유
럽지역연구에 대한 학부생들의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2012년부
터 실시되고 있는 동 공모전에는, 총 10편의 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3편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유럽지역학 연계
전공 주임(안두환 교수)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선정작은 아래와 같다.
- 최우수상: 윈스턴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1909~1924년 공군에
대한 처칠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정빈(서양사학과)
- 우수상: 포퓰리즘 정당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민주적 가치의 외연적
수용: 영국 독립당과 스웨덴 민주당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민종(자유전공학부)
- 우수상: 독일의 근대화 과정과 ‘독일사의 특수한 길’ 논쟁에 관한
고찰, 오세영(정치외교학부), 이유정(고고미술사학과),
문경필(경제학부)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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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의 마지막 발표자인 조장옥 교수(서강대)는 오성환 교수의

경제학부
오성환 교수 1주기 거시경제 세미나

업적을 회고하였다. 조장옥 교수에 의하면, 오성환 교수는 계량경
제학보 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집위원, 계량경제
학회의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편
집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등
을 맡으며 학계와 사회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학문적 성과로는
화폐가 사용되는 환경 그리고 물물교환과 화폐가 동시에 나타나
는 경우에 대한 연구, 중앙은행의 행태에 대한 연구, 경기변동에
서 기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논문
들이 실린 학술지를 보면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merican Economic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2018년 11월 16일에 ‘오성환 교수 1주
기 거시경제 세미나’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
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에 별세하신 오성환 교수를 기
리기 위한 세미나로 정운찬 명예교수(서울대)를 포함하여 유가족
및 동료·후배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 다수가 참석하였다. 오성환
교수는 1955년생으로 숭문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에
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1987년)하였다. 전공은 화폐금융론
이며 미국 UCLA에서 조교수를 거쳐 1991년에 모교 경제학부로
부임하였다. 그 이후 1995년에 부교수, 2000년에 정교수로 승
진하였다. 학교 보직으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부 주간, 발전
기금 상임이사, 기획실장, 경제학부장, 사회과학대학장, 평의원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Review 등으로 이는 세계 최고 경제학 저널로서 그의 연구 업적
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조장옥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지순 명예교수(서울대)가
시작한 거시연구회에서 오성환 교수를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와
둘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이와 더불어 발표자 모두 오성환 교수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이
런 시간을 통해 고인의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
나는 오성환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부와 학계 그리고 동료·후배 교
수들에게 남긴 흔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소중히 기억
될 것이다.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특별 강연

이날 사회를 맡은 김소영 교수(서울대)의 진행 하에 김대일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여섯 개의 발표와 토
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영식 교수(서울대)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Financial Stability 논문을 통해
중앙은행의 전자화폐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음 발표자인 김용진 교수(아주대)는 Cities and
Technology in Catching-up Economies: The City as a
Laboratory for Innovation 논문을 통해 경제 성장에 있어 혁신
을 도모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실험실로서의 도시 역할
에 관해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윤택 교수(서울대)는 A New Keynesian
Model with Stochastic Choices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우헌 교수(경희대)는 Effects of Electricity Tariff Policy on
the Korean Economy 논문을 통해 전기요금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김세직 교수(서울
대)는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sical Growth 논문을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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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는 김수이 대표의 특별강연을 2018년 11월 14일에 서
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하였다. 김수이 동문은
국제경제학과 92학번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캐나
다공적연금(CPP)을 운용하는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의
아시아·태평양 대표이다.
이번 행사는 경제학부 선배와의 만남의 일환으로 많은 학생들
이 참석했다. 김수이 대표는 회계사로 출발하여 스텐포드대 MBA
와 컨설턴트 시절을 거쳐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경험
을 이야기 해주었고, 또한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
째, Never give up.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곳에도 올라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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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Positivity.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 셋째,

experiments)을 이용하여 교육이 교육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Global mindset. 넓은 세계로 나가라.

경제적 합리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과적 측면에서 입증

그리고 캐나다 연금위원회 1층 복도에는 사회 구성원들(청소부,

하였다.

선생님 등 일반적인 시민들)의 사진이 붙어있는데, 이는 자신들
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상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실제로
연금위원회의 수익률이 좋았던 해에, 그 해 연금 수급자들에게 약

경제학부 학술행사
SNU Research in Economics

10만 원을 더 줄 수 있었고 이럴 때 마다 일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김수이 대표의
대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예정된 75분의 특강은 마무리되었다.

김진우 교수, 학술지 Econometrica에 논문 게제
김진우 교수가 세계 최고의 경제학 학술지

▲ 2019년 1월 22일 김성룡 교수의 SURE 대학원생 특강

중 하나인 Econometrica에 논문 Stable

경제학부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선도 중점학

Matching in Large Economics (with

과(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SNU Research in

Yeon-Koo Che and Fuhito Kojima)를

Economics(약자로 SURE)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특강

게재하였다.

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매칭이론의 핵심 균형 개념인

2018년 12월 12일에는 제3회 SNU Research in Economics

“안정성(stability)”을 만족하는 매칭의 존

Conference가 거시경제학과 노동경제학 분야로 나뉘어 개최되

재여부를 연구한 논문이다. 특히 많은 수의 인원을 매칭해야 하

었다. 먼저 거시경제학 분야는 발표자로 박신영(아시아개발은행),

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매칭의 존재가능성을 규명하고 있다. 공립

장유순(인디애나대), 박정재(이하 싱가포르국립대), 조인환 그리

학교 학생 배정, 인턴/레지던트 배정 등과 같은 큰 매칭시장을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매칭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라짐을 보

고 노동경제학 분야는 발표자로 Uta Schönberg(이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와 Richard Blundell가 참석하여 각자의 논문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고 있다. 특히 매칭시장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선호에 대한 매우

위 세미나와는 별개로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2

약한 가정하에서도 안정적인 매칭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이 결

일까지 4회에 걸쳐 SURE 대학원생 특강이 개최되었다. 이 특강

과는 안정적인 매칭의 존재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는 매칭 시장

은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흐

설계 연구에 긍정적이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름과 최신 연구 동향 소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
의 강연자로는 이동훈(FRB뉴욕), 허세원(FRB클리블랜드), 김수

최승주 교수, 학술지 Science에 논문 게제
최승주 교수가 학술지 Science에 The

헌(조지아공대), 최현수(싱가포르경영대), 홍지희(IMF), 김성룡
(존스홉킨스대)이 초청되었다.

Role of Education Interventions in
Improving Economic Rationality (with

분배정의연구센터

Hyuncheol Bryant Kim, Booyuel Kim,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에서는 분배 정의, 소득 분

and Cristian Pop-Eleches) 논문을 게재

배 및 불평등을 주제로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핵심

하였다.

연구 영역은 ①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이론, ② 불평등과 재

본 논문은 교육이 인간의 경제 의사 결정
의 수준 혹은 경제적 합리성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

분배, ③ 실험적 사회 과학과 정책 분석, ④ 다문화 사회와 사회적
응집력이다.

음을 보였다. 경제학적 합리성이란 사람들이 금전적인 유인을

2018년 하반기에 개최한 주요 행사로는 노동시장과 삶의 질 정

획득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들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판단함으

책워크샵(2018년 9월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한국

로써 측정되는데, 연구팀은 1년 교육지원사업의 무작위통제배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컨퍼런스(2018년 12월 13일, 반

정과 더불어 현실의 경제적 선택을 반영한 랩 실험(laboratory

포메리어트호텔), 포용적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 컨퍼
런스(2019년 1월 2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가 있다.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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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성 교수 정년기념심포지엄 및 퇴임식

▲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컨퍼런스 모습

2018년 8월 30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정진성 교수 정년기념심포지엄 및 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억압·

사회학과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사회학: 일본군 ‘위안부’와 결혼이주여성”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진성 교수 정년기념심포지엄에서는 이정
은 창원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황정미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사회학과 추지현 교수 취임

이루어졌다. 또한, 정진성 교수 정년 퇴임식에서는 정진성 교수의

사회학과 추지현 교수가 2018년 9월 1일

약력 보고와 기념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많은 사람들과 감사

부로 취임했다. 행정학으로 경찰대학교에

및 축하의 시간을 가지며 퇴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서 학사 학위를, 사회학으로 서울대학교에
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추지현 교수는

제11회 관악 사회학 주간 및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14년부터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명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전
념해왔으며, 특히 젠더, 법, 범죄 분야에서
학문적, 사회적 업적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편집위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객원연구원, 경찰청 외
사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회학과 임동균 교수 취임

2018년 10월 4일에 아시아연구소 240호에서 제11회 관악 사

사회학과 임동균 교수가 2019년 3월 1일 부로 취임할 예정이다.

회학 주간 및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사회학과 내 교류를 활성

사회학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하버드대

화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사회학 주간에서는 첫 번째 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임동균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

서로 학부생들의 논문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다음으로 ‘선배와

지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립

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논문발표회에서는 조민주(학부 17), 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전념해왔으며, 특히 정치,

혜영(학부 17), 정의현(학부 14), 고보석(학부 14)이 각각 진행한

사회심리, 사회이론 분야에서 학문적, 사회적 업적을 이루었다.

총 4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대학원생 멘토들이 각 팀별로 토
론을 진행함으로써 한층 깊은 논의들이 오갔다. 이번 <선배와의

세종도서 선정

대화>에서는 이전과 달리 학부와 대학원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가 공저한 <아픈 사회를 넘어: 사회적 웰빙

‘대학원 선배들과의 대화’를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대학원 진학

의 가치와 실천의 통합적 모색>이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

정되었으며,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 이재열 교수, 장경섭 교

이 진행되었는데, 김병용 동문회장은 나음장학금을 최규진(학부

수가 공저한 <Beyond Risk Society: Ulrich Beck and the

15)학생과 최성태(석사18)학생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함께 나누

Korean Debate>가 2018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사회학과 이재

는 한국’을 가치로 하여 제3세계 출신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열 교수가 공저한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가 2018 세

수립된 최삼현 장학금은 하바건(박사17)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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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울대-동경대 공동 사회학 포럼

사회학과 신년하례식

2018년 11월 9일, 10일에 사회과학대학 16동 349호와 353

사회학과 신년하례식이 2019년 1월 4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

호에서 서울대-동경대 공동 사회학 포럼이 열렸다. 올해 제10회

지 교수회관(65동) 9회의실에서 열렸다. 신년하례식에서는 학과

를 맞이하는 서울대-동경대 공동 사회학 포럼은 공동연구관심

장 박경숙 교수의 개회사와 더불어 참석 교수진 및 동문, 그리고

을 촉진하고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상호교류활동을 증대하는 것

학생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후 명예교수 외의 신년사와 새해인사

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Critical Reflections on

및 덕담이 이어졌으며,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기 위한 학과현

Contemporary Societies and Sociology”를 주제로 학문적 교

황 소개 또한 진행되었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는 참석자 전

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울대 측에서는 박명규 교수, 박경숙

원이 다함께 축배를 들며 서로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등 뜻

교수, 장경섭 교수, 김홍중 교수, 추지현 교수 등의 여러 교수들과

깊은 순간들을 만끽했다.

성연주, 전원근, 조원광, 김연철 등의 박사 및 박사 수료생들이,
동경대 측에서는 교수 7명과 학생 4명이 참여하여 학술연구 성과

사회학과 학사협의회

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 많은 대학원 재학생 및 교수들이 참석
하여 발표자들의 연구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부 <문화사회학> 파주 및 동두천 답사

2019년 1월 18일에서 1월 19일까지 1박 2일 동안 사회학과 학
사협의회가 강화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사회학과 학사협의회
학부 <문화사회학> 수업의 수강생들이 2018년 10월 9일에 파주

는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 간의 학사협의 및 친목도모, 강화도

용주골과 동두천 보산동 일대에 남아있는 기지촌으로 답사를 다

역사 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녀왔다. 이번 답사는 20세기 후반 국가와 정치 진영의 동학을 냉

는 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학과의 산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

전과 분단이 아닌 “분경”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을

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 및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화합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총 15명의 학부생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분경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갑곶돈대 및 강화전쟁박물관, 조양방직,

경관을 걷다. 용주골·보산동 답사기’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

소창체험관, 교동도 일대를 방문하여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

었다. 이 전시회를 통해 공간, 관계, 시간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남궁호삼 연사의 초청 강연(“2018년 대

분석한 용주골과 보산동의 분경 경관이 갖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

한민국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가?”)을 통해 강화도를 둘러싼 지역

과 공유하였다.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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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과 사회학

는 ‘국가정책포럼’은 하반기에 세 번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대한
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적인 국가정책 과제들을 서울대 구성
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
론화의 장을 열었다.
이외에도 연구소 내 여러 연구팀들은 각 연구 분야별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융-복합 연구팀(연구책임자: 김석
호)’은 ‘인간-동물 관계의 전환: 신사물론적 경계허물기’와 ‘Do
animals have soul?: A short history of the debate’를 연

사회학과 대학원 자치회의 주도로 2017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된

속으로 개최하였고, ‘SSK 청년 연구팀(연구책임자: 김홍중)’은

‘도시락과 사회학’의 2018학년도 2학기 심포지엄이 이번 학기에

‘ISDPR SSK청년세대 연구팀 전문가워크숍: 우종원 교수 초청’

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학원생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자

을 진행하는 등 학계 내 소통을 촉진하였다.

신의 연구관심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인 ‘도시락과 사회학’은 세
번째 학기를 맞아 “사회학의 ‘리얼’리즘?”, “한국 해외입양 증가
의 사회사, 1953~1985”,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피해의식'과 병
역 보편화의 '역설'”, “‘사회적인 것’의 포스트식민지적 영점?”을
주제로 하는 총 4차례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제
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멘토·멘티 사업
사회학과 대학원 자치회에서는 2018년 10월에 연구 관심분야를
매개로 멘토와 멘티를 이어주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결
과, 석사과정 1학기 신입생 및 2학기 재학생으로 구성된 11명의
멘티들은 석사과정 3학기 이상 및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구성된 8
명의 멘토들과 함께 사회학과 대학원 생활 전반과 연구 관심분야
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서로 간
의 친목도모를 약속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 또
한 가졌다.

연구
사회발전연구소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총 23개의 과제를 수행
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2019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제천시 연구용역인 ‘청년희망 프로젝트 제천 2023 인구정책
연구용역’은 올해 4월에 완료될 예정인 연구로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안착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진중
이다. 연구소는 제천시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하
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정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행사
사회발전연구소는 2018년 하반기에 16개의 크고 작은 행사
를 개최하고 참가했다. 특히 11월 16일에 국제학술 세미나인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Quality of Life in East
Asi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를 개최하였는데,
이 행사에서 동아시아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가족사회
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EASS(동아시아 사회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수정을 거쳐
단행본으로 제작 중이며, 이는 동아시아 4개국의 가족 구성과 구
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

20

SOCIAL SCIENCES NEWSLETTER

또한 연구소는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맡은 것을 시작
으로 2018년 국가정책위원회의 의뢰로 ‘국민개헌 시민참여형 조
사’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현재에는 외교부와 함께 ‘외교정책 과
정에서의 국민 참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교정책
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참여가 얼마나 효과적인
가를 살펴볼 계획이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다루는 연구기
관으로서 최고의 연구와 합리적 정책대안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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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도서관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탐방도 이루어졌다. 이 모임

인류학과

은 본 학과를 졸업한 게이오 대학의 김병철 교수(84학번)의 요청
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과에서는 BK+ 사업단 단장인 채수홍
교수와 일본전문가이며 신진연구인력인 지은숙 박사가 함께하였

2018 인류학과 해외답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다. 이번 교류는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과의 학부 학생과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이오 대학 학부학생이 우정을 쌓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7학년도 후기 인류학과 학위수여식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4박6일) ‘문화와 언어’교과
목 담당 강윤희 교수 인솔 하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인도네시아

2018년 8월 29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인류학과 2017 학

족자카르타에서 해외답사를 진행하였다. 조별로 족자카르타의 박

년도 후기(2018년 8월)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인류학과는

물관, 시장, 음식, 대학생 문화, 관광, 언어경관 등 다양한 연구 주

이번 학기 박사 1명(11이길호), 석사 3명 (15김수진,15이예은,

제에 대한 세미나를 조직하여 답사의 수준을 심화하였다. 이 과정

16이하얀), 학사 6명(12이인경, 13박나연, 14박인우, 14송일찬,

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학 중 높은 평가를

14이애리, 14이지윤)을 배출하였다.

받고 있는 가자마다 대학교 (Universitas GadjaMadah)의 인류
학과와 한국학과 현지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들이 현지 안내 및 통
역에 도움을 주며 공동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해외답사는 공동
현지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

2018 인류학과 대학원 하계 워크샵
‘한 여름밤의 꿈’

의 연구주제와 전문 학자로서의 전망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현장
연구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일본 게이오(Keio)대학
사회학부 학생 방문 및 간담회
2018년 8월 24일-25일 1박 2일에 걸쳐 경기도 가평 꿈에그린
펜션에서 대학원 하계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 여름 밤의 인류학"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크게 두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섹션은 인류학과 대학원생들이 책을 읽고 세미나를 진행
하며 생각하고 고민한 지점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대학원생
들은 기호 인류학의 기본적 흐름과 의의, 협동과 사회자본의 연결
인류학과 학부학생들이 2018년 9월 6일 게이오 대학 사회학부에

성을 공유했다. 두번재 섹션은 지금 막 현지조사를 마친 대학원생

서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류행사를 개최

의 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조선족 초등학생

하였다. 이번 교류모임에서는 양 학과에서 각각 7명의 학생이 참

의 이중언어사용 양상에 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여하여 전공수업과 학교생활 등의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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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인류학과 학부생 학술문화제

해외석학 초청 강연 및 전문가초청 세미나

2018학년도 인류학과 학술문화제가 학부생 자치회의 주도하에

서울대 인류학과는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과 함께 해외학

2018년 11월 16일, 사회과학대학 신양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자를 공식 초청하는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와, 국내 기관에 소속된

학술문화제에서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해외답사 보고 발표,

전문가를 초빙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학부생 고전강독 연극(국화와 칼)발표, 개별연구 발표, 신입생들

2학기에는 총 5회의 전무가 초청 세미나가 있었다.

의 발표 및 토론‘나에게 인류학이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으
로 구성되었다. 개별연구 발표와 소모임 발표에는 대학원생들이
총괄토론자로 참여하여 학과 내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일시

주제 및 발표자

주제 - “When the auto-ethnography of the anthropologist
intersect with the auto-ethnography of the investigator:
A case study of SNS practices of Tanzanians
2018.
in Hong Kong
09.18
발표자 - Ogawa Sayaka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thnics
and Frontier Sciences, Ritsumeikan University)
2018.
10.16

주제 - “한일비교의 문화심리학: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
발표자 - 이누미야 요시유키(서정대학교 교수)

주제 - Temporal multiplicity, Lenin and the gift:
a brief anthropology of time
2018.
발표자 - Nikolai Ssorin-Chaikov
11.05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History,
Higher School of Economic St Petersburg)

북한의 인류학 미니북 전시회
(2018.12.12.~12.20)

2018.
11.14

주제 - Indonesian Muslim Women and Islamic Populism:
The Price of Benevolent Sexism
발표자 - Dr. Endah Triastuti (University of Indonesia)

2019. 주제 - 현지조사 없는 지역연구 : 북한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상상력
01.15 발표자 - 이경묵(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북한의 인류학> 수업의 미니북 과제 전시회가 12/12(수)부터
12/20(목)까지 16동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평소에
자신이 관심 있던 북한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연구했으며,
미니북의 주제는 북한의 역사교육, 교과서, 미술작품, 동화, 전설,
미용법 등으로 다양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정기적으로 국립중
앙도서관 북한자료원을 방문하며 관련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CTL 주관 교과목 연계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WAC)을 통해 꾸준
한 수정 작업을 거쳐 책을 완성하였다. 내용 구성과 표지 디자인 또
한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였다. 각각의 책에는 북한을 인류학적 시각
으로 바라보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담겨있어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시된 미니북들 중 일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S-space에 등재되어 대중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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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화)에 서울대학교 GESE에서 심리학과 학부

심리학과

생들과 교수님들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30여명의 학생들과 고
성룡 학과장님을 포함한 심리학과 교수님 7분들은 함께 식사와
대화를 하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진로에 대한

권석만 교수 - 2018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및 특별강연회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가을학기를 뜻깊게 마무리하였다.

2018년 2학기 심리학과 대학원 종강총회

권석만 교수는 임상심리학자로서 학생들과의 소통, 우수한 강의,

2018년 12월 20일(목)에 M523호 세미나실에서 심리학과 대학

많은 저술과 후학 양성을 통해 대학교육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

원 종강총회를 진행하였다. 30여명의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이

아 2018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

참석하였으며, 서로 다른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년 12월 17일에 사회대 국제회의실에서 “교수의 삶과 사제관계

기회가 되었다.

에 대한 반성: ‘관계 기반적 교육’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수상 기
념 특별강연을 하였다.

심리학과 및 심리과학연구소 콜로키움

권석만 교수는 핵심교양강좌인 <인간관계의 심리학>을 개설하여

심리학과와 심리과학연구소에서는 안우영 교수님의 주관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 인기강좌로 육성하였으며

2018년 가을학기에 총 7회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은 심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현실을 반영한 전공교육을 위해 『현대 이상

리학의 세부 분야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주제로 진행되었

심리학』,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인간이해를 위한 성격심

다.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의 많은 참여로 활발한 학

리학』 등 다수의 대학교재를 저술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

문적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강연 이후 집담회를 통해 연사들과 대

의 대학생활 적응과 정신건강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상담활동 및

학원생 및 학부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본 콜로키움을

관련된 보직활동에 진력하였으며 대학원 지도학생 개개인의 특성

통해 심리학 연구의 다양한 응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

을 고려한 ‘관계 기반적 교육’을 통해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으며, 세부 전공 간 협력의 필요성 및 지적인 경험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학과 행사

일정

연사

소속

2018년 2학기 - 학부생과 교수님과의 대화

분야

강연제목

Neural Trajectory of
Approval-Seeking:
사회 및
Hierarchical Model of
과학
MPFC Function for Social
Valuation

9월 7일
(금)

김학진
교수

고려대
심리학과

9월 28일
(금)

최기홍
교수

고려대
심리학과

임상

행동활성화 치료 개발과 효과
검증: 과정, 결과 그리고 미래
방향

10월 19일 정경미
(금)
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임상

기술기반(Technologybased) 평가 도구 및 치료 프
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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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연사

소속

분야

강연제목

11월 2일
(금)

강민석
교수

성균관대
심리학과

Ensemble Representations
지각 및 Reveal Distinct Neural
인지
Coding Of Visual Working
Memory

11월 9일
(금)

신용욱
교수

아산병원
정신과

정신과, Human Preference is
뇌과학 Transitive

시 곳곳을 둘러보면서 함께한 것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안을 바라본 조별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서
안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한 조의 발표에서 놀라
움을, 색다른 관점에서 서안의 지리를 분석한 조의 발표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답사에 동행하신 교
수님들과 박사님들의 설명을 통해 조별과제 해결 과정에서 발견
했던 다양한 현상들을 정리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1월 16일 Stephen NUS
(금)
Lim교수 심리학과
12월 7일
(금)

석혜원
교수

서강대
심리학과

인지 및 The Cognitive Science of
교육
Learning
계량

Nonlinear growth curve
modeling using penalized
spline models

북한지역연구특강 수강생, 강원도 철원 답사

2018년 11월 2일 ‘북한지역연구특강’ 수강생들이 강원도 철원
군으로 DMZ 답사를 다녀왔다. 지난 4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
해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크게 달아올랐다. 지리학과에서도 학생들에게 북한 지

지리학과

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이어 ‘북한지역연구특강’을 다
시 개설하였다. 본 수업은 북한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특

2018년 추계 정기해외학술답사, 중국 서안
지리학과에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의 일
정으로 중국 서안, 화산 일대로 해외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
에서 실크로드 시작점으로서의 지리적 특성이 서안의 독특한 문
화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산 일
대 진령산맥, 관중평원 등의 지형과 하천 유역의 변화가 역사 속
수도로서 서안의 모습변화에 중요한 지리적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해외답사에서는 학부생 간 활발한 교류도 빠지지 않았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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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들의 생생한 현장 실무 경험이 바탕
이 되어 수강생들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 주었다. 더불어 수업이 단지 탁상공론에만 국한되지 않
도록 접경지역 답사를 기획하여 학생들이 역동하는 남·북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사는 DMZ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한 후에 승리전망대에서 남·
북 경계선을 조망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DMZ 생태평화공원
은 남·북한의 군사권이 미치지 않는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대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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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이었다.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암정교를 지나

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등을 소개하였

용양보까지 답사하였는데, 대자연과 공존하는 남·북한 군사시설

다. 이후에는 학생들이 사전 제출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

을 바라보며 DMZ의 지정학에 대해 고찰하였다. 승리전망대에서

다. 지리학과에서 배운 내용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부

는 남·북방 한계선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공부하였고, 특히 이번

터 시작하여 업무의 장단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함으로써 변화

한 진로에 대한 참가자들의 열기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할 DMZ를 지리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
졌다.
단 9시간으로 남·북한의 오래된 역사를 쉽게 개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지역연구특강’의 DMZ 답사는 우리들이 지리학도로

본 행사를 통해 학부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열릴 ‘지리인의
밤’ 또한 여러 구성원이 친목을 다지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네트워
킹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도록 만들기에 전혀 모자람
이 없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장차 우리들의 과제로 다가올 북한
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관점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지정학적 공간

사회복지학과

의 변화라는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안목을 기르는 기회
가 되었다.

2018 지리인의 밤

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2018년 11월 1일~11월 2일 양
일에 거쳐 제 8회 아시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한중
일 학술대회에서 시작하여 2016년 동아시아 학술대회로 그 명칭
을 변경한 뒤, 2018년부터 학술대회 참가 국가가 7개국으로 늘
어남에 따라 “아시아 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번 학
술대회는 “아시아의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Recent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in China”, “Child
poverty discourse in Japan and child deprivation index” 등
아시아 국가들의 복지 주제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8년 11월 13일 아시아연구소에서 ‘지리인의 밤’이 개최
되었다. 매년 2학기에 열리는 본 행사는 지리학과의 다양한 구성
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는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는 학부생 의견을 수렴
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진출한 동문 선배들을 연사로 초청하였
다. 특히 연사의 이력을 사전에 공지하고 각자에 대한 질문을 받
음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행사는 저녁 식사와 더불어 학과 교수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신
혜란 교수는 “오늘 온 선배들이 말하는 내용은 본인 버전의 경험”
이라며 참석자들이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축사를 끝내고 “오늘 행사를 다른
교수들과 나누고 싶다”고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어서 2019년 학과 달력 제작을 위해 답사 사진을 제출해 준 학생
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학과 동아리에게 지원금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공공 부문, 전문 연구원, 게임 개발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 총 네 영역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본
인이 학부생일 때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어떻게 해당 분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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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와의 학술교류

수퍼바이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겨울 및 여름 실습 현황
을 보고하고, 우수보고서 발표와 우수실습생 시상의 시간을 가졌
다. 아울러, 김수영 교수의 ‘제4차 혁명은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
꿀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7일(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인민대학교 사
회보장학과 간의 제8회 학술교류행사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중국인민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 15명
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세미나는 “저출산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Asghar Zaidi교수의 발표와 더불어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한·중
사회복지 현안을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 기관을

언론정보학과

소개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학과 총 MT

<디지털 시대의 공공 영상아카이브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언론정보학과는 2018년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디
지털 시대의 공공 영상 아카이브 정책세미나'를 열고 국내 아카이
브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한국 대중문화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 학계, 방송계, 문화산업계
와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세미나를 열고 공론화에 나서기는 이번
이 사실상 처음이며, 영상 보존과 활용의 세계적 모델이 된 프랑
스 국립방송아카이브(INA)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영상 아카이브
문화 자산화에 대한 사례를 듣고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부생 해외답사교육
2018년 9월 14일(금) - 15일(토) 양일 간 학과 총MT를 서울시
립대 강촌수련원에서 진행하였다. 명실상부한 학과 최대행사인
이 행사는 2018년에도 학과 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학과 구성원 간
에 우애를 다지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실습평가회

언론정보학과 학부생 첫 해외답사교육이 2018년 9월 13일~15

2018년 11월 23일(금) 제13회 사회복지실습평가회 및 수퍼바

일 일본 방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해외답사 목적은 해외 학술기

이저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과 실습생들의

관 및 산업체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언론기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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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비교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타국 문화의 이해

이었다. 2018년 11월 16일~17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

를 증진시키는데 있었다. 일본 도쿄대학교 정보학환·학제정보학

은 “Risk, Memory and Democracy: Key Communication

부 마에다 유키오 교수의 특강과 심규선 교수(언론정보학과 산학

Issues in East Asia”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3개국의 교수들과

협력중점교원)의 주선으로 아사히신문사 니시무라 요이치 편집담

학생들은 총 27편의 연구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

당이사와 하코다 데쓰야 논설위원과 간담회, NHK 간담회가 성사

였으며, 지역 콘텐츠 회사(Choco TV)를 방문하는 등의 일정으로

되어, 학생들은 일본정치 특성과 현황, 최신 언론 시스템 체험 및

동아시아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였다.

일본 언론기관의 마케팅, 운영정책 및 신뢰성, 그리고 한일 대중
문화 현황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과 답변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언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한 배울 수 있었다.

<Viral Communicat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Message Sharing>
국제학술회의 개최

언론정보연구소와 언론정보학과는 2018년 12월 14일, ‘Viral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Communication’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왜 어

언론정보학과(학과장 홍석경)와 빛마루 방송지원센터(단장 류영

떤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보다 더 잘 확산되는지, 사회연결망 속에

준)는 2018년 11월 8일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서 메시지는 어떤 패턴을 보이며 전파되는지 등의 바이럴 커뮤니

방송콘텐츠 제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션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었다. 언론학, 전산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미디어 교육의 발전 및 방송콘

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이론적/방법론적 배경의 학자들이 모여

텐츠 제작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

바이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추동 요인, 패턴, 효과에 대해 논의

빛마루 방송제작 시설 사용 시 ‘서울대’에 대한 편의 제공 ▲‘서울

하였다.

대’와 ‘빛마루’ 간 방송통신 전문 인력 교류 확대 ▲기타 방송 교
육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 등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에 관한 실습

신년하례식 개최

교육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대-동경대-대만정치대 학술교류 행사

2019년 1월 11일 언론정보학과 신년하례식을 IBK커뮤니케이션
센터 남정헌(501호)에서 개최하였다. 학과 교수, 대학원생 및 졸
업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님들의 덕담과 대학원 신입
생의 자기소개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해인사를 나누고, 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와 동경대 정보학환·학제정보학부, 대만국

로의 연구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립정치대 언론정보학부는 매년 번갈아가며 각 학교에서 언론정
보학 분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공
동 학술 심포지엄 진행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재작년부터 참
여하기 시작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첫 심포지엄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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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언론정보학과 학부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개최

조는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언론정보연구소는 이와 같은 미디
어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여 지능정보형(AI) 저널리즘 연구를 통섭
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언론정보연구소는 중점연구소 사업의 목
표로서 데이터 기반, 기술 기반의 미디어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혁신과 연구와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통섭적 지식을 갖
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인력을 배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2018
2019학년도 언론정보학과 학부 신입생 대상으로 2019년 1월

아시아미래포럼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31일 학과 주관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학과 교수, 신입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우리 학과에 입학한 자녀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학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인권/성평등 교육, 신입생들이 장래희망과 대학생활 포부를 재기
발랄하게 소개하는 시간, 자녀의 진로와 교육방향 등 평소 고민과
궁금했던 점 등 여러 질문에 대해 교수님들의 진솔한 답변과 조언
을 들을 수 있었던 교수-학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및 IBK커뮤니케
이션센터 촬영 스튜디오 체험은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장 정은령)가 지난 10월

로그램이었다.

31일,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가 주관하는 2018 아시아
미래포럼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이용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

학생 소식
1) 제16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언론정보학과 한승목 석사과정
우수상 수상
2) 인권센터 1회 대학원생 인권논문상 언론정보학과 김지수
석사과정 최우수상 수상

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 이유에 대해 “정보화 시대에 도구가
편리하고 강력해질수록 정보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가 확대돼, 정
보 ‘문해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SNU팩트체크는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정보와 뉴스를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
이 사실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밝혔다. SNU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소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년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
언론정보연구소(소장 김은미)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8
년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정보형 저널리즘 연구’를 주제로 지난 9월, 중점연구소 사업
단을 출범했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의 특
성화·전문화를 지원하여 대학 내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국 대학 66개
연구소가 신청하여 최종 12개 연구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
소는 최대 6년 동안 연간 2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
행하게 된다.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의 생산·소비·유통 과정에 알고리즘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저널리즘의 의미와 기능, 사회적 책무, 산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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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7
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팩트체크 플랫폼으로, 언
론정보연구소가 웹 플랫폼을 마련하고, SNU팩트체크와 제휴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이 플랫폼에 사실이 검증된 기사를 게시한
다. 검증 내용은 홈페이지(http://factcheck.snu.ac.kr/) 접속
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
혀 사실 아님’부터 ‘사실’까지 5단계의 판정과 ‘판정 유보’를 포함
해 총 6단계에 걸친 검증 결과가 직관적인 이미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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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연구소 기획 특집 세미나

서 진행된다. 2018년 2학기에는 총 5회의 포럼이 진행되었는데,
각 포럼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회차

일시

148

2018.9.18

149

2018.10.4

150

2018.10.19

151

2018.11.14

언론정보연구소는 매년 자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계와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
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문화연구와 젠더> 특집 II 대중문화와 새로운 젠더이슈

발표자 및 주제
· 발표자: 강재호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 주제: The City of Screen: Seoul, Space and Spectacle
· 발표자: 오세욱 박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주제: 뉴스트러스트 알고리즘
· 발표자: 임영호 교수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 주제: 대중문화장르사 서술의 틀과 쟁점들
· 발표자: 김현석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 주제: Message effects research in the digital age:

2018년 11월 1일 언론정보연구소는 지난 1학기에 개최된 ‘커뮤
니케이션학과 젠더연구의 지형’에 이은 <문화연구와 젠더> 특집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대중문화에서 제

Toward a more predictive communication science
152

2018.11.23

· 발표자: 김선호 박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주제: 허위정보, 리터러시, 뉴스신뢰

기되는 새로운 젠더이슈들을 검토하여 젠더에 대한 이해의 시각
과 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 세미나 개최

· Misinformation and contradictory information in

언론정보학과와 언론정보연구소는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을 높

the digital era

이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연구방법론들을 배

11월 30일에는 Misinformation, contradictory information

울 수 있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Agent-Based

혹은 disinformation 관련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를 개

Modeling, Multi-level Modeling, Meta-analysis와 같은 방

최하였다. 이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시대, 누구나 무

법론을 다루는 세미나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또한 데이터

제한적으로 정보를 생산, 확산,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와 조

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램 활용 워크숍을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

직,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학, 보건학, 법

누어 각각 5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제, 비교정책과 같은 다양한 학제에 걸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정보연구소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2018년 2학기 언론정보연구소는 해외의 저명학자들을 초청하여
2회에 걸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1월 28일에는 영국 런던 정치
경제대학교의 닉 쿨드리(Nick Couldry) 교수가 “The Mediated
Construction of Reality: from Berger and Luckmann to
Norbert Elias”를 주제로 강연하며 데이터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figuration’ 개념을 제시하였다. 12월
10일에는 문화와 영화 이론을 연구하며 영화를 직접 기획·프로듀
싱하는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 동아시아학과의 김경현 교수를 초
청하여 “Dividuated Cinema: 들뢰즈, 한국영화의 시간성과 바
디”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언론정보학 포럼

연합전공 정보문화학 소식
2018학년 2학기
정보문화학 과제전 개최
2018년 12월 20일, 21일 양일간 64동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연합전공 정
보문화학 과제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과
제전에서는 데이터 저널리즘, 산학연구
실습, 정보문화기술입문, 시리어스게임 등 2018학년도 2학기 정
보문화학 전공수업의 과제 작업물이 전시되었다. 희관홀에서는
디지털영상실습2 교과목의 기말 과제 영상을 상시 상영하였고,
정보문화학 전공 설명회, 네오위즈 채용 설명회 등이 함께 개최되
었다. 특히, 이번 학기 새롭게 개설된 디지털 사고와 커뮤니케이
션 및 HCI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수업에서 발표된 인포그래픽
및 3D 프린팅 작업물들과 함께 정보문화학 과제전이 한층 더 풍
성해졌다. 또한, 퀴즈 이벤트, 미니 게임 대회, 인기 과제 대회 등

언론정보연구소는 언론학 분야 전문 연구자와 실무 전문가들을

부대 행사가 진행되어 더욱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전시가 되었

초청해 이 분야 최신 경향과 주요 연구 성과를 듣는 ‘언론정보학

다. 이번 정보문화학 과제전은 네오위즈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있다. 간단한 점심식사와 발표, 자유로운
토론이 어우러진 유연한 행사로 서울대 IBK커뮤니케이션 센터에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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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취약집단 에스노그래피의 윤리 문제에는 부적합하기에 개

사회과학연구원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승식 교수(보건대학원)는 역
학에서 통용되는 인과성 추론논리를 소개하고, 이론에 입각한 질적
인과경로 추정방법인 방향무순환그래프(DAG, Directed Acyclic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 설립

Graph)를 최신 접근법으로 제시하면서, 사회과학적 활용 방안을

연구원은 SK행복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하에 사회혁신 교

제안했다. 강봉균 교수(생명과학부)는 형광유전자를 활용한 뉴런과

육연구센터(Center for Social Innovation, Education and

시냅스의 시각적 관찰을 통해, 학습에 의한 시냅스 변화가 기억의

Research)를 설립했다. 센터는 사회혁신에 연관된 교육 및 연구

물리적 실체라는 오랜 학설을 최초로 입증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 대학의 지역참여형 ·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 운

연구결과가 갖는 인문 · 사회적 함의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다음 학

영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한 편, 사회혁신

기에도 연구방법론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향후 센터는 대학 중심의
사회혁신 모델을 플랫폼화하여 전국 각지의 대학으로 보급할 계
획이다.

Robert D. Putnam(HKS) 초청강연
연구원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 로버
트 퍼트남(Robert D. Putnam)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강연에서 퍼트남 교수는 최근 미국 사회의 추세를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분극화, 사회적 고립, 문화적 자아도취로 요약했다. 이어
미국 사회의 경제·정치·사회·문화 지표들의 장기 추세를 일별하
면서, 1960년대 공동체주의의 약화가 각종 사회 병리 현상과 관

기타행사
구분
정기

행사명
월례세미나

세미나 제1강: “엄벌주의와 젠더정치”

련되어 있다는 추론을 제기했다. 퍼트남 교수의 강연 내용은 곧 단

월례세미나

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제2강: “테크노-도시의 환등상: 감각적 공적 공간의 원천”

발표자
추지현
(사회학과)

정기

강재호

세미나

(언론정보학과)

정기

월례세미나

세미나 제3강: “소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아동청소년학교폭력 온톨로지 개발”

한윤선
(사회복지학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회과학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혁신적 포용국가 실천을 위한 정치혁신”

연구방법론 포럼
연구원은 각 학문 분과의 최신 연구방법을 학제적으로 토의하는 연
구방법론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네 명의 학자를 초
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윤성로 교수(전기정보공학부)는 인공지능
의 개념 및 발달사를 소개하고, 비지도 학습 인공지능의 기술적 변
경을 일별하면서, 일례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구현 사례를 소개했다. 이현정 교수(인류학
과)는 대형병원 입원실 참여관찰 연구를 출판하면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개인 단위의 생의학적 임상연구에서 유래한 IRB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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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김경희

대회

(이화여대) 등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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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연구소 학술행사
연구소 명

비교문화
연구소

구분

행사명

발표자

정기

제177회 집담회: “미소 띤 ARS: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

세미나 학으로 본 콜센터 여성 상담사의 감정 ‘이상의’ 노동”
정기

제178회 집담회:

김우진

세미나 “중국 알타이 지역 씨족 조직의 해체와 인민공사화”
정기
사회복지
연구소

세미나
국제
학술
대회
초청
강연
정기
세미나

한국정치
연구소

정기

이봉주

“Comparing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사회복지연구소)
등 2인

제8회 아시아학술대회:
“Poverty and Inequality in Asia”

Asghar Zaidi
(U of outhampton)
등 10인

“Just Not In Our Backyard: China’s Views on the Courtney J. Fung
Applic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Asia” (The U of Hong Kong)
2018년 하반기 한국정치사 콜로퀴움
제1회: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경제성장의 기원:
1953-1965 전통설과 새로운 해석”
2018년 하반기 한국정치사 콜로퀴움

초청

“Who Blinked? Projecting Resolve

강연

(or Lack thereof) in Face-to-face Diplomacy”

세미나

(비교문화연구소)

제8회 월례세미나:

세미나 제2회: “이승만과 김구의 역사정치학”

정기

김관욱 박사
(비교문화연구소)

2018년 하반기 한국정치사 콜로퀴움
제3회: “천막 속의 과학자들:
‘냉전의 적’과 ‘동양사회’ 사이에서”

김두얼
(명지대학교)
김명섭
(연세대학교)
Seanon S. Wong
(Chinese U of
Hong Kong)
정용욱
(국사학과)

“중국의 개발시민권:

중국
연구소

국제

사회통할과 개발정치에 관한 시민권적 접근

학술

(Developmental Citizenship(s) in China:

대회

Pietro Masina

(U of Naples
Social Governance and Developmental Politics in L’Orientale) 등 9인
Citizenship Perspective”

정기
세미나

북토크: “중국인의 일상세계: 최근이야기”

김광억
(Shandong University)

출판
행사명

단행본:총서

도서명

저자 또는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총서 04: “재일동포”

정진성(사회학과)

사회과학연구총서 05: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김의영(정치외교학부)
· 미우라 히로키
(한국정치연구소) 공편

“한국정치연구” 제27권 3호

한국정치연구소

“사회복지연구” 제49권 2호, 3호

사회복지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24권 2호, 3호

비교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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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성

경제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과 85학번으로 전공 분야는 거시 경제학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펜실베니아 대학 조교수와 리치몬드 연방은행 선임 경제학자로 근무 후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
했었습니다. 2007년 모교를 떠나 로체스터대학과 연세대학교를 오가며 연구와 강의를 하다가 2018년 가을학기
부터 다시 돌아와 인사 드리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경제학부의 괄목상대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문 여러분들과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 변동 및 노동시장의 동태적 분석이 주 관심 분야이며, 지난 15년간은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일반 균형
모형(Heterogeneous Agents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특정 시장이나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 경제학
과 달리, 거시 경제학은 여러 개의 시장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히 모형이 커지고 복잡해지기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선호나 생산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곤 합니다. 이를 동질적 경제 주체 혹은 대표적 가계로 이루어진
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까지 거시 경제 모형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컴퓨
터를 이용한 연산 능력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산성과 선호가 다른 기업 또는 가계들로 구성된 경제의 일반 균형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
었습니다. 이제는 노트북 컴퓨터만으로도 50만 명으로 이루어진 모형 경제의 균형이 30분 이내에 계산됩니다.
공상 과학 영화 ‘스타트랙’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 “Mr. Data”를 시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의실
험) 해 본 후 이를 토대로 함장이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거시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도
모형의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영화 장면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비동질적 경제 주체 모형은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소득 불평등 이슈를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 주체
간의 정치적 균형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 이질적 경제 주
체 모형 개발에 착수하였고 조만간 정책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의 또 다른 모교인 로체스터대학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전체 학생 수가 9천명(학부생 5천명, 대학원생 4천
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차드 태일러(Richard Thaler, 74년 경제학박사),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자(Donna Strickland, 89년 물리학박사) 등을 배출한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이곳 경제학과는 역사는 짧지만 아카데믹한 학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Paul Romer)가 로체스터
대학 조교수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폴 로머는 조교수로 임용된 후 3년간 발표한 논문이 단 한 편 밖에 없었습니
다. 재임용을 논의하는 교수회의에서 재임용은 해주되, 구두 경고 메시지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학과장이던 (일반 균형
이론의 선구자) 라이오넬 맥킨지 교수께서 이를 반박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좀 더 두고 보자. 나는 폴이 노트라이터(note writer)가 되길 원치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짧은 논문들을 노트(note)라고 부릅
니다. 중요한 연구를 하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니 재촉하지 말고 지켜보며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로부터 몇 년 후 지식의 상품화와 R&D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규명한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을 발표, 일약 스타로 떠오르며 곧바로 시카고 대학 정교수로 스카웃되어 영전했
습니다. 노벨상도 사실상 이 한 편의 논문으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벨상 선정 위원회는 모여서 논문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구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논의합니다.
요즘 정부의 대학 평가나 교수의 임용 및 승진 평가에 논문 수가 중요한 척도로 사용됩니다. 연구는 교육과 더불어 교수의 최우선 본분으로
서, 당연히 논문이라는 객관적 결과물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좋은 논문을 아주 많이 쓸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
은 일입니다. (야구에서 홈런 타자가 삼진을 많이 당하듯이) 새로운 연구는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마
련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구자들이 논문의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 풍조로 인해 (좋은 성과가 기대되던) 연구를 서둘러 마무리해 출간하는 경우
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학부는 어렵지만 높은 수준의 연구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된 (사
실 한국에서 몇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께서 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
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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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eople ask me where I come from, I often wonder what my response should be. I was born
in a small town in Pakistan, Multan, and I currently maintain a Dutch nationality. For a good majority
of my life I have been living in England, but I have also lived in the Netherlands, Austria, France
and Luxembourg. This nomadic way of life has been a source of great pleasure and inspiration, and
my newest voyage to South Korea promises nothing less. As Professor of Social Gerontology,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the wonderful colleagues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ong may it continue!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I left my homeland, I have had the pleasure of studying for my PhD in Economics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 Sir Tony Atkinson at University of Oxford, as well as working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of Oxford and University of Southampton in the UK. I also worked at the Institute of Social Studies in the Hague,
Tilburg University and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This has offered me a rich experience of diverse cultures as well as
in research and supervision and mentoring of students with the highest potential. These interactions have also helped me
develop a great appreciation for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and applied research for the betterment of people.
As Director of research at the UN-Affiliated European Centre Vienna I got my first taste of leadership, management and the
skills required to motivate inter-disciplinary staff, in generating funds and in developing longer term strategic planning for the
intellectual and financial growth of the Centre. By servicing analytical requirements of Ministers as a senior civil servant in the
British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DWP) in London, I learned to appreciate how high-level government institutions
work. Exposure to inter-disciplinary and exacting work at the DWP was an invaluable experience, particularly in developing
my interpersonal skills.
Likewise, at OECD in Paris, in the role of senior economist I developed a good understanding of how inter-governmental
agencies function including exposure to the diplomacy skills needed to work with national policymaking authorities across
poor and rich nations.
Throughout this time, I have been involved in research projects and policy advice that cover a wide spectrum of social
policy issues, including poverty, inequality, disability, the labour market,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ling, measurement
of wellbeing in later life, age-disaggregated data and ageing-related statistics and the measurement of active and healthy
ageing. I hold non-stipendiary positions of Visiting Professor a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nd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 the UK.
I have led the research work of the Active Ageing Index “AAI” project for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2012-2018), involving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from around the World. I collaborated with
HelpAge International to develop the Global AgeWatch Index (2013-2015) for 96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rking with
Age UK in London I helped develop the national index of wellbeing in later life (WILL), a tool with to serve as an advocacy
tool to influence policymaking in the UK.
I have also worked closely with maj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Os). Taking the example of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I have been working with colleagues in their Headquarters in Geneva (within the ATHLOS H2020 project), with
WHO-Europe in Copenhagen (as an advisor, in the Age-Friendly Environment in Europe ‘AFEE’ project) and with WHO Kobe
Centre (in advising them to develop and test indicators for Age-Friendly Cities network). My work with the UNFPA involved
a collaboration with their Istanbul Regional Office to study challenges linked with population ageing in eastern Europe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I’m co-authoring the UNFP’s global report on ageing for the UNFPA Headquarters in New York.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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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 have worked closely with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 (ESCAP) Bangkok to develop a
policy monitoring tool for the Asia-Pacific countries.
I have been making contributions in major UN forums (e.g. an invited speaker in one of the panels of the Open 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16 July 2015, on the relevance of active ageing indicators in capturing the rights of older people;
Keynote speaker in the Side event, at the 54th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organised by the
Columbia Aging Center,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a Global Index on Active Aging,
3 February 2016). I have also worked closely with the maj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charity groups, including not only Age
UK and HelpAge International in the UK but also the Brussels-based AGE Platform Europe and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I have contributed several publications in academic journals, most recently in th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and the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I have also been writing books, e.g. I edited my fifth book ‘Building Evidence for Active Ageing
Policies: Active Ageing Index and its Potential’ during 2018. I have also been commissioned to edit the Handbook of Active
and Healthy Ageing by Edward Elgar Publishing. My blogs and policy briefs reflect on my belief in benefits of knowledge
transfer and in generating impact from research.
This wide-ranging work experience has helped me to develop not only my research interests but also a style that has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at its core. I am looking forward to this new phase of my life to making new friends in Korea
and do more collaborative research.
My peers see me as approachable and open, as someone capable of engaging constructively and effectively in
discussions. I am a family man (with two lovely daughters and a ‘rebellious’ son). I enjoy the rigours of work and its multiple
commitments, especially global comparative analysis. I feel privileged that my areas of specialty coincide with my areas of
interest and I am looking forward to serving at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uring many years to come. As the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ASEM Global Aging Centre in Seoul, I will contribute to the work programme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d in strengthening links between Asia and Europe. As one of the advisors of the Titchfield
City Group on Ageing,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towards improving evidence on ageing and age-disaggregated data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ASEAN+3 group of countries.
I enjoy playing and watching cricket, which is a bat-and-ball game played between two teams of eleven players - the
game originates from England and it has been played since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Many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know that South Korea has a national cricket team, which competed in the 2014 Asian Games in Incheon as the host
nation team - the team reached the quarter final stage where they were defeated by the Sri Lanka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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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한윤선입니다. 새로운 캠퍼스에서
학과 교수님, 사회대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 학생들의 힘찬 응원과 따뜻한 지지를 받아 첫 학기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아직 뵙지 못한 분들께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심 갖고 진행해 온 연구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심리사회
부적응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절도 등 비행 문제들에 대한 기제로 우울, 불안, 공격성, 또래동조성, 학대, 방임, 학습, 낙인, 유해환경
등을 확인하고, 보호요인으로는 사회유대, 사회자본, 사회연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적 개입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정책 설계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적응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부모와의 문화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학
교 부적응,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사회심리 발달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 및 정책적 기반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습니다.
셋째, 취약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지원, 효과성 평가 등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의 경험을 확장해 왔습니다.
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취약 아동청소년들의 학습능력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이나 비행의 위험이 높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조기선별 및 개입을 실시하여 자립 준비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학부(Wesleyan University) 및 석사(Harvard Kennedy School) 과정을 거쳐 경제학과 정책학을 전공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빈곤, 구조
적 문제 등 거시적 현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 수 있었고, 박사(University of Michigan)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대인관계, 정신건강,
자아탄력성, 심리발달 등 미시적 요인들에도 집중할 수 있는 융합적 시각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경험은 제 연구에 있어서 사회,
경제, 정책, 심리, 교육 등 다학제간 접근방법을 갖고, 개인적 차원, 사회구조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사회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차세대 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위기 청소년
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안정적 성장을 실천하는 학자이자, 사회복지 현장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공통된 관심과 목표가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협업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
회문제 및 현안과 직결된 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를 함께해 이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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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9월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된 김현석입니다. 어느덧 첫 학기를 마쳤는데
아직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소개와 함께 첫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애
넨버그 스쿨(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같은
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낸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The Ohio State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 스쿨(School
of Communication)에서 조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메시지 효과(message effects)입니다. 특히, 메시지의 어떠한 내용적, 형식적 특성이 설득(persuasion)과 확산
(diffusion)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득'은 학부과정 때부터 늘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입니다. '확산'은 박사과정 첫해에 처음
제대로 접한 후, 지금까지도 저를 매료시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어떤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지 자체의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메시
지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일단 그 메시지에 노출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활발히 공유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결국 사회적으
로 더 광범위하게 확산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이미 만들어진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맞춤식으로(tailored) 전달하면 설득
과 확산 모두의 측면에서 효과적일지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상업서비스에서 활
용하고 있는 알고리듬 기반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을 공공적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전략 수립 과정에 접목하는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관심사를 종합해, 궁극적으로는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구성하면 설득력과 확산력 모두를 높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
면 수용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찾아 추천함으로써 그 설득 및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저
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공중보건, 환경보호 관련 정보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을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전파하기 위
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 첫 학기 내내 제가 이곳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한없이 영광스럽고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
었습니다. 공부와 연구는 하면 할수록 그저 모르는 것만 더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학부 혹은 대학원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들에게 제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만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국 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대학교는 훌륭한 선생님들로 가득
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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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규제
때르릉~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허겁지겁 눈을 비비고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 올라온 보고
내용과 정보를 체크한다. 생각해 보니 어제도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다. 한 회사
의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운 짐
을 지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매일같이 폭탄이 쏟아진다.
돌이켜 보면, 30살에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쉰 날이 없다. 나는 타임 푸어(time
poor)이다.

서창녕

내가 늘 시간에 쫓기는 것은 바로 ‘경쟁’ 때문이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

경제학부 86학번
㈜아사달 대표이사

한다. 패배는 몰락과 파멸을 의미한다. 다행히 나는 지금까지 계속 경쟁에서 승리해 왔다. 젊을 때는 입시경쟁에서
승리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미국 유학도 갔다. 인터넷 붐이 일어날 때 창업하여 돈도 많이 벌

었다. 하지만 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릴 시간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전투 현장의 맨 앞에서 싸우는 돌격대장이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경쟁회
사 사장이 파산하고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비즈니스라는 냉혹한 전쟁터로 달려간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이처럼 좋은 일이 없다. 하지만 사장들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하다.
사장을 안 해 본 사람은 월급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사장들은 피가 마른다. 월급은 직원과의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
야 한다. 나는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매월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월급이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한 가게, 한 기업, 혹은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결국 경쟁은 더 격화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승자가 된 소수의 기업들은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한다. 나는 경쟁에서 이
길 자신이 있고 이를 통해 우리 회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혹시나 패배자가 되지 않을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억
누르기 어렵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인기 키워드이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가 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분야는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농경사회는 쌀이고, 산업사회는 석유이며, 정보사회는 데이터이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 세상의 주인이다.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데이터화하여 수집하는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수집한 빅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된다.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탈중앙 분산원장인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
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로 인해 국가권력은 도전을 받는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와 로봇이 생겨나고, 특이점(singularity)의 위
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경쟁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 경쟁에서 승자는 계속 살아남고 번창한다. 낙오자는 소리 없이 잊혀진다. 경쟁은 모든 생명체의 기
본 속성이다. 경쟁은 희소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경쟁을 한다. 인류는 모든 종을 이기고 최고의 자
리에 올랐다. 역사는 인간들 사이의 경쟁의 기록이다. 경쟁에서 승리한 백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했고, 패배자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겨났다. 혼자서 싸우기 힘들면 뭉쳐서 싸운다. 협력은 경쟁의 한 방법이다. 기업과 국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뭉친 집단적 조직이다. 경
쟁은 효율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발전을 추동하는 엔진이다. 하지만 경쟁은 패배자를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는 불도저이기도 하다.
경쟁은 기업의 생존 방식이고 규제는 정부의 칼날이다. 정부의 규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는 규칙
을 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는 사각 링과 같다. 그 안에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3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뉴스레터 ｜ 동문 기고

경쟁과 규제
서는 마음껏 싸우되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이다. 규제가 없는 경쟁은 무법천지와 다를 게 없다. 규제는 경쟁을 위한 필수조건
이다. 하지만 잘못된 규제는 경쟁을 왜곡하고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규제는 정교한 외과수술처럼 시행되어야 한다. 섣부른 규제는 경쟁 자체를 죽인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규제는 경쟁의 싹을 잘라버리는 규
제이다. 19세기 영국에서 시행된 적기조례(Red Flag Act)는 자동차 산업의 싹을 잘라버렸다. 말 산업을 보호하려다가 새로 생겨난 자동차 산
업의 주도권을 독일에 빼앗기고 말았다. 모든 규제는 고비용과 저효율을 야기한다.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일정 기
간 샌드박스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나는 기업가로서 오늘도 경쟁의 최전선에 뛰어든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각 링에서 잠도 줄여가며 온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잘 알지
도 못하는 일부 정부 관료들이 개입하여 엉뚱한 규제로 헛발질을 하면 속이 부글거린다. 거기에 일부 교수들이 정부 연구비에 현혹되어 부화
뇌동하는 걸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정말 물어보고 싶다. 인터넷 게임과 K-POP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성공한 것은 정부와 학계가 잘 몰라
서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고, 한국의 금융산업 수준이 아프리카와 비슷한 것은 너무 많은 규제로 기업을 꽁꽁 옭아매어 두었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때르릉~ 다시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고 나는 또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한다.

38

SOCIAL SCIENCES NEWSLETT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뉴스레터 ｜ 학생 기고

구직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
: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께 드리는 응원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고문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의 구직 활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부생활의 많은 이야
기 중에 굳이 취업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최근 몇 년간 경제활동이 위축되
고 실업난이 대두되면서 많은 학생분들께서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제가 먼저 취업시장
에 뛰어든 친구, 선후배로서 비슷한 눈높이에서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의 경험, 신입사원으로서 경험들이 아직 생생할 때 이를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19년 만에 최악”, “N포 세대” 등 시린 고용 한파에 대해 질리도록 들어오셨을 테지만, 그래도 통계자

최인오
경제학부 12학번

료보다 직접 듣고 경험한 사례들을 위주로 고용 현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작년에만 스
물이 넘는 기업에 지원했고 6군데에서 최종 면접을 보았지만 전부 탈락했습니다. 올해 모 대기업 계열사는 20명의
최종면접자 가운데 단 한 명만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입사 이후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여러 해에 걸쳐

취업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대졸 공채 채용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인 구직 활동 경험
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직종, 직무마다 개성이 다르므로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금융, 증권업 위주로 지원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본문
을 읽으실 때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절차(자기소개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스펙이 좋다면 서류 절차에서 확실히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접 스터디나 실제 면접장에서 느낀 바로는, 면접관은 면접자의 능력보다는 캐릭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절
차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자격증 위주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독창적인 자신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를 구체적인 스
토리로 뒷받침하는 접근법이 더 주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과정을 단계별로 ‘우직함’, ‘경쟁심’ 등의 이미지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행정고시와 금융공기업
준비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얻은 경험들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보다 수다를 좋아하는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부분들에 대해 면접관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류 절차 다음으로는 인성·적성 또는 직무적합성 검사를 봅니다. 하지만 위 단계는 대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므로,
바로 면접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장에서의 핵심은, 대답에 진정성을 담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준비해간 대답보다
는, ‘인생’을 담은 솔직한 대답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이고 딱딱한 대답보다는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스토리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첫 두 번의 면접에서 탈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면접장에서 저에게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고, 제가
당시에 어떤 대답들을 했는지 떠올려보고 곰곰이 생각해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면접 당시 질문들을 되뇌어보면 면접관의 의도를
어느정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은에서는 “지원자에게 직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삼증에서는 “증권업
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인턴경험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전자는 저의 캐릭터가 귀 은행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도를, 후
자는 제가 증권업에 얼마나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접에서는 질문의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주
어진 질문을 슬기롭게 재구성해서 대답하는 것,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갓 연수를 마친 신입사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
난 가을 말 여러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취업을 바랐습니다. 때때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따라서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든 인간관계 그리고 익숙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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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
: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께 드리는 응원의 한마디
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에 문득 상실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잡한 감정들은 저로 하여금 모처럼 “살아있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군 복학 이후 밖보다 도서관이 익숙했고 상당히 틀에 박힌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루한 생활 속에서 생동감을 잃어갔습
니다. 하지만 고진감래 끝에 새로운 인생의 막을 맞이했고, 무척 다채로운 감정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께, 힘들었던 시간만큼이나 성취감, 행복감 등 풍부한 순간을 만끽하실 것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저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을 만
나고 색다른 경험들을 해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보험, 생명, 반도체 그리고 IT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동기들을 만나면서, 제가 무척 좋아
하는 수다도 많이 떨고 여러모로 안목을 넓히는 중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은 취업난 속에서 자신만의 특색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려드리
고 싶었습니다. 또한, 고생 속에 성장하고 그 끝에 분명 달콤한 과실을 얻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구직활동 간 서울대 경제학부라는 타이틀은 향기가 매우 진해서 오히려 가진 개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만의 독창적인 향기를 발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특색을
진솔하게 풀어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
고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구 분

지원회사

지원 직무

최종 결과

공기업

산업은행

일반(경제)

면접 탈락

미래에셋대우

본사영업

서류 탈락

KB증권

본사영업

서류 탈락

삼성증권

본사영업

면접 탈락

한국투자증권

본사영업

서류 합격

DB금융투자

본사영업

최종 합격

자산운용사

신영자산운용

일반(인턴)

서류 합격

면접 불참

금융정보업

연합인포맥스

일반(인턴)

서류 합격

면접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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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 채용효과와 근로시간 효과를 중심으로 이경호 (경제학부) · 최지훈 (자유전공학부)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
수준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의 연구는 고용효과에 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효과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보다 신규채용자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채용의 위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김대일(2012) 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신규채용의 규모를 줄이는 한편, 근로
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의 채용을 늘릴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근로자를 주 분석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저임금의 채용효과와 근로시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근
로자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별, 학력, 연령을 기준으로 매년 6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패널(pseudo-panel)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이정민·황승진(2016)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방법과 유사하다. 또한, 근로시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자 집단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신규근로자,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인 신규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신규근로자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먼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다.

여기서,    는 집단 의 년도 신규채용 근로자 수,     은 최저임금 적용률,    는 년도 집단 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6
시간 미만인 신규채용 근로자 비중,  , 는 집단별 고정효과,  는 연도별 고정효과,   은    년과 년 사이의 최저임금 인상
률,    은 집단 의    년 평균 시간당 명목임금을 의미한다.  와 를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이 1%p 증가했을 때 신규채용의 변
화율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근로
자를 제외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채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인 신규근로자의 비중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채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효과만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성과 고졸, 30세 미만 집단에서는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중졸과 55세 이상 집
단에서는 신규채용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축소와 근로시간 감축의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경제 전
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취약계층의 경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저임금의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
로시간은 근로의 안정성과 법적 보호 수준 등 고용의 질적 측면과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효과 분석의 필요성은 크다. 본 연구로 최저임금
의 다양한 효과에 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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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재구성

이 책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이한 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을 새로운

임혜란 교수님

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의한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이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자

(2018.10.30.)

율성, 관료체제의 발전, 국가와 기업 간 협력, 그리고 외부환경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포착 등 후발개도국

대외환경변화에 따라 재구성해 보고 있다. 저자는 첨단 기술 경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금융위기로 표현
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환경 속에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기존 동

의 성공적인 추격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역사적 전개과정에 유독 주목하거나 혹은 제도적 특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주요 행위자, 기구,
제도,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 책에서는 통치구조, 국회, 정당, 선거, 행정부,

한국정치론

사법부, 지방정부, 민주화, 시민사회와 정보화, 통일과 북한 등 10개의 주제를 통해 한국정치의 여러 측

강원택 교수님

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비교정치적 시각에서 한국정치를 논의하고자 하여 기존의 접근법과는 조

박영사 (2018.9.20.)

금 다른 시각에서 한국정치를 기술하였다. 한국정치를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적 특성에서
찾게 되는 경우, 보편적이고 비교 가능한 범주에서 우리 정치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가 현
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비교정치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
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 가능한 열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논의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지난 10여 년간 일상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영화에서, 대화에서 저자가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김영민 교수님

미지의 세계를 궁금해 하며 새로운 만남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자 역시 이 책을 통

어크로스 (2018.11.30.)

과하는 동안만큼은 불안하던 삶이 견고해지기를, 독서가 삶의 작은 기반이나마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56편에 에세이를 엮은 것으로, 기존 신문 칼럼이나 한국 에세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리듬감과 유머,
해학이 깃든 단단하며 유연한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가리켜 과거의 사람들을 추억하고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불문율을 깨뜨리고,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는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자기 자
신이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기회를 전해준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또는 글로벌 정보화의 맥락에서 펼쳐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해 IT산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주목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대변되는 변화의 물결은 남북한이 직면할 새로운 갈등의 지평도 열고 있다.

김상배 저

올해 들어 남북갈등의 현안이었던 비핵화의 물꼬는 터졌지만,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갈등의 새로운 지평

사회평론아카데미

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히려 남북협력이 진전되면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차원의 갈등이 남북

(2018.12.03.)

한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과 자유주의 양심
마이클 아워드 저, 안두환 역
글항아리 (2018.10.29.)

이 책은 전쟁사와 국제정치사상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마이클 하워드의 『평화의 발명』, 『유럽사 속의 전
쟁』에 이은 전쟁과 국제정치 삼부작 중 하나다. 앞서 두권의 번역을 맡은 안두환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번
역을 맡아 십여 년의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
총 6장으로 나뉜 이 책은 1장에서 1500~1792년을 자유주의 양심의 성장기로, 2장에서 1789~1870년
을 전쟁, 평화, 민족주의에 대한 사유가 복잡다기하게 전개된 시기로 그린 다음 3~6장에서 제1차 세계대
전 발발, 국가별 군사력 확대 동향과 국제 연맹의 설립의 움직임, 제2차 대전과 함께 파시즘의 등장, 공산
주의의 도전 등 시기별로 그 흐름을 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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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이 책의 집필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분배의 공정성과 그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필요성

김성진, 김안나, 박정민,

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 의료혁신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한국의 고령빈곤, 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

이봉주, 이우진, 이철희,

한국의 복지와 재정건전성)를 선정하여 이 책을 구성하였다.

에 대해 동의한다. 이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
을 모색하기 위해 여덟 개의 주제(삶의 질과 불평등,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가계부채와 삶의 질,

주병기, 홍석철 지음
율곡출판사 (2018. 6. 29.)

금융공학 VII:
Scientific Computing for
Finance and Economics

금융공학 VIII:
Bayesian Methods for Finance
and Economics

최병선 지음

최병선 지음

김구재단(2018. 3. 26.)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2018. 11. 30.)

금융공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금융공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경제수학

2019 한국경제 대전망

김완진 지음

이근, 류덕현, 경제추격연구소 외 지음

홍문사(2018. 9. 5.)

21세기북스(2018. 11. 5.)

경제수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의 경제석학 34인은 한국 내 경
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고 2019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고조선문명의 사회사

Mobile Asia

신용하

임현진 공저

지식산업사 (2018.08.0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08.10.)

고조선의 여러 유물들을 검토하고 고조선의 문화를 탐구

아시아에서의 모바일통신산업 부상 현상에 주목하면서,

및 복원함으로써 고조선문명이 한강, 대동강, 요하 유역

‘초국적 아시아’와 그 바탕의 상호연결 조직 및 제도적

을 중심으로 실존하였음을 보이는 책이다.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재일동포

임현진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08.2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08.20)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본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과 이론 구성적 어려움에

정진성

역사적 특수성과 근·현대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재일동포
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 책이다.

대하여 각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 아래에서
탐구하고 분석한다.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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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꿈의 사회학

장경섭

다산출판사 (2018.12.05)

집문당 (2018.11.10)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로서 한국의 경제, 사

박명규, 김홍중 공저

꿈과 희망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다각도의 시선으로 바라
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회적 기본질서가 국가 주도의 산업자본주의 체제 및 생
활세계 원리, 전략과 맞물림을 밝히고 사회재생산 위기
가 후기개발자본주의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
하는 책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국제 연대

한국의 사회동향 2018

정근식 공저

권현지, 김석호, 이재열 공저

한울(2018.12.30.)

통계개발원 (2018.12.31.)

한국 민주화운동에서의 국제연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한국 사회의 동향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다각도로 살펴

민주주의의 발전을 세계적 냉전과 탈냉전의 관점에서 바

보고자 한 책이다.

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책이다.

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신정 증보판
다산 사서경학 연구 1, 2

강원택, 박원호, 김석호 공저

정일균

나남 (2019.01.05)

서울대출판문화원 (2019년 2월 말 출간 예정)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진단한 후, 그

다산 정약용의 사서경학을 분석하여 그의 사상 및 대안

이후 한국정치의 변화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예측해보려

적 세계관을 깊이 있게 탐구한 책이다.

고 시도한 책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구인회, 강명세, 김수진, 김주환,
김찬우, 김태현, 김형모, 김환준,
이삼식, 전창환 외 지음
나남 (2018년 12월 10일 출간)
이 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
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
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중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
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준다. 이 책
은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
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
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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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안내

온라인 약정

오프라인 약정

전화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모든 온라인 약정은 개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문자나 팩스, 이메일,

발전기금 출연에 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의 동의 하에 실명인증단계를 거친 후 약정을 진

팩스: 02-872-4149

해드리겠습니다.

정보 보호법 제15조, 24조에 의거하여 정보주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

사회과학대학 발전 기금 소식

1천만원 이상

이광희 동문
한국타이어(주)
이상승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마트
경제85학번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심계진
(재)DB김준기문화재단
박진회 동문
상암주유소 홍성관 동문
재홍콩서울대학교총동문회 동문
㈜제주항공
방송문화진흥회
㈜나음케어 동문
경제88학번
고학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규 카이스트 교수
박준오 동문
변양호 동문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제35기 동문
송병락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안청시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이영훈1 동문
이영훈2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장용성 사회과학대학 교수
정기준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정운찬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정일석 동문
조동준 사회과학대학 교수
황규호 동문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02-880-8004

원본관 (940동) 2층

사회과학대학에
보내 주시는 기부금은
학생들을 위해
뜻깊게 쓰여집니다.

1억원 이상

문자(MMS): 1666-2930

이메일 : snuf@snu.ac.kr(08826)

http://www.snu.or.kr

미래에셋대우
(재)SBS문화재단 동문
(재)플라톤아카데미
㈜우아한형제들
상영무역(주) 동문
종하장학회 동문
프리미어파트너스(유) 동문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1백만원 이상

글로벌 스터디 프로그램

신입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익히는 방

일체감을심어주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정규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방학을 이용해 각

본격적으로 전공수업을 듣기 이전 신입생들에게

식의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생

의 흐름을 이해하여 사회과학이 개인의 진로와 어

들의 글로벌 리더십 마인드를 높이고자 합니다

떻게 접목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다양한 형식
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2018. 8. 1. ∼2019. 2. 1.

국제개발협력학회
여운선 동문
(재)동화산업장학재단 동문
권태균 동문
김대중 동문
김석호 사회과학대학 교수
박문구 동문
안병직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영앤진회계법인
이필상 사회과학대학 교수
전상훈 동문
정영일 동문
한일탱크터미널 동문
정경원 동문
최병준 동문
박영원 동문
유영근 동문
㈜네오위즈
㈜모로코
㈜애드미션
김대유 동문
박상인 행정대학원 교수
음용기 동문
정택진 동문
조영탁 동문
홍기현 사회과학대학 교수
배은경 사회과학대학 교수
류근관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현석 동문
박승 중앙대학교 교수
유승민 동문
유재상 동문
이영섭 국제대학원 교수
인성회계법인 동문
전갑생 객원연구원
정경운 동문
정규돈 동문
최연석 동문
박지형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선호 동문
이 근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대일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봉근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선구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세직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소영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영식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은미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재영 사회과학대학 교수
류재준 동문
박웅용 사회과학대학 교수
방정현
안동현 사회과학대학 교수
윤 택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인호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철인 사회과학대학 교수
조성진 사회과학대학 교수
최승주 사회과학대학 교수
홍석철 사회과학대학 교수
황윤재 사회과학대학 교수
강대창 동문
강상진 동문
강석규 동문
강승렴 동문
강창훈 동문
김기혁 동문
김동환 동문
김병철 동문
김부성 동문
김승기 동문
김승탁 동문
김용범 동문
김용술 동문
김지환 동문
김춘선 동문
나상욱 동문
류상민 동문
문상호 동문
박선주 동문
박재준 동문
배진규 동문
사공일 동문
사회학과 93학번 동기회
소병운 동문
손병두 동문

송동섭 동문
안철원 동문
왕석동 동문
이대용 동문
이상영 동문
이수영 동문
이재덕 동문
이재율 동문
이종윤 동문
이 준 동문
이철희 사회과학대학 교수
장기남 동문
정무호 동문
진형준 동문
최경진 동문
최석봉 동문
최석순 동문
황신준 동문
1백만원 미만

오종석
김병연
강명헌
조용만
홍성민
최낙일
강신표
권영민
김용하
김진우
나길웅
남소정
박경숙
방주완
양규모
양기석
이규호
이정만
이종철
이지홍
이태희
이호준
정운진

동문
사회과학대학 교수
동문
동문
교직원
동문
동문
동문
동문
사회과학대학 교수
동문
동문
사회과학대학 교수
동문
동문
동문
동문
사회과학대학 교수
동문
사회과학대학 교수
동문
동문
동문

조성훈 동문
채희율 동문
강성모 동문
김규수 동문
김근영 동문
김원정
김자봉 동문
남봉현 동문
박동욱 동문
박윤선 동문
상지원 동문
서배수 동문
유종일 동문
이경덕 동문
이운호 동문
임현우 동문
정영엽 동문
이면우 동문
남해인 동문
전민규 동문
최창호 동문
김영헌 동문
강상경 사회과학대학 교수
길경진 동문
김 진 동문
김판균 동문
박광수 동문
성낙제 동문
안정근 동문
윤기오 동문
이경직 동문
이동호 동문
정신동 동문
최윤서 동문
박정호 동문
김재호 동문
김태종 동문
노성호 동문
성재상 동문
이봉길 동문
이창연 동문
장현수 동문
홍명표 동문

구양미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한규 동문
류호상 동문
은기수 국제대학원 교수
이조영 동문
임정덕 동문
조현욱 동문
조혜정 동문
신우철 동문
김매경 동문
염명배 동문
윤보희 동문
문종숙 동문
이종호 동문
이형범 동문
황정길 동문
신종현 동문
강인철 동문
최진웅 동문
김민정 동문
김선기 동문
김성묵 동문
김운배 동문
김 인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박기용 동문
박재진 동문
신용하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안계준 동문
이창호 동문
조욱희 동문
조은경 동문
최창규 동문
최효재 동문
남은영 동문
송민호 동문
이준구 동문
정지웅 동문
이경한 동문
최경원 동문
한수증 동문
김유나 동문
이의준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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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회과학관 건축기금 모금 사업

신 사회과학관
건축기금 모금 캠페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과학분야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입니다.
사회대의 소속 학과들은 최근 QS 대학평가 등에서 세계 상위 3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 졸업생들은 국내외의 정부, 학문, 기업 등의 영역에서 최고의 리더로 활동중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개
·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교육 연구 기관
· 8개의 학과(부) · 협동과정 등으로 구성-사회과학분야 연구와 교육의 허브
· 국내외 공공기관, 학계, 기업에 필요한 선도적 인재 양성
2018 QS 세계대학 사회과학 순위 21위

· 한국을 넘어 세계 최우수대학으로 발돋움

(참고: 서울대학교 전체, 36위)

그러나 1995년 준공된 사회대는 2018년 현재 전임교수가 140명, 학생수가 3,100명으로 늘어나 서울대학교 내
에서 공간이 가장 부족한 단과대학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 사회과학관 건축 필요성

16동 사회과학관 내부 도면

· 1995년 준공 후 20년 경과 - 낙후된 외관
· 무계획적인 증축으로 인한 기능적 한계 도달

긴 복도의 좌우로 공간배치

· 건물 노후화로 잦은 누수 및 벽면 부식 발생
16동 사회과학관 외부 전경

▶ 동선파악 어려움
16동 사회과학관 내부 전경

커뮤니티 공간부재

사회대에서는 교육 및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낙후된 사회대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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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및
발전기금 모금 계획
재원조달 계획

총액
300억원

산출내역

정부출연금(100억원)
발전기금(200억원)

6천평 x 평당 단가 500만원
(신축비의 75% 적용)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 거액 기부 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건물 이름 명명 (예시) OOO사회과학관 + 흉상부조 설치
· 기부금 규모에 따라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명명권 부여
· 사회과학대학 '기부자의 벽' 명판 각인

사회과학대학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세계와 한국의 미래를 향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힘찬 비상을 위해
신 사회과학관 건축기금 모금에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모 금 기 관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 용 용 도 : 신 사회과학관 건축

모금목표액 : 200억원
목 금 기 간 : 2018. 6.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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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약정 및 납입 방법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장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전화접수

02-880-6300 / 이메일: social@snu.ac.kr / 팩스: 02-871-0971

우편접수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실

*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President's
Honor Club

Gold
Honor Club

SNU
Honor Club

SNU
Sponsor

SNU
Sponsor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구분

내용

50억원 이상

사회과학대학

건물이름 명명 (○○○사회과학관)

100억 이상

예우

흉상 또는 부조 제작
강의실·세미나실 명명
사회과학대학 ‘기부자의벽’ 명판 각인

기념품 및

감사장

감사패

간행물
기념품·간행물·달력·생일카드·전시회·공연초청

기부인
명예헌정 및
예우

기부인 명패(대학본부)
기금 명칭 부여
교내 주요 행사 초청
총장 공관 만찬 초청
근조기 배치

학교시설
이용편의

(기한)

포스코스포츠센터 무료 이용

호암교수회관 할인

1년
객실무료(연7일)

객실무료(연7일)

무료주차태그 발급(관악)
SNU i 1년 무료 수강
평생교육원 수강할인

진료 편의

(기한)

진료 예약

10년

의전 서비스

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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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미술관, 박물관 무료 관람
중앙도서관 이용

서울대병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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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검진

(기한)
(기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왼편 페이지 참고)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1. 기본정보
성명[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력

생년월일
년

자택

우편수령주소

직장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휴대폰:
이메일:
자택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동문

학부모

학과(특별과정):
입학년도(기수):

음력

월

일

년

월 (

교직원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부서:
직위:

2. 약정정보(명판 문구 정보)
사회과학대학 위임

희망사용처

정액후원

일금 \

원

정기후원

매월 \

원씩

일시납
분할납

약정금액

년
년

월
일
월~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네 (원금보존)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회 분납)

아니오 (원금사용)

기금명칭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부동기

(남기고픈 말)

3. 납부방법 (택 1)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CMS)

신용카드

은행명:

카드명:

계좌번호:

카드번호:

농협 079-17- 0 6 5 3 1 1

예금주:

유효기간:

신한 100-023-643569

이체일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10일

25일

결제일

기타
교직원 급여공제
년
10일

지로입금

일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25일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회원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필수정보

회원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선택정보

고유식별정보

정보제공

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필수연락처, 필수주소, 약정금액, 납부방식(일시납, 분할납), 기금용도 지정,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신용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로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문(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학생성명, 학생학부(과), 학생 입학년도), 교직원(부서), 기타, 우편물 수령주소(자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자택 전화
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정보 수집 및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약정인

월

일
(서명)

보내는 사람

2017.8.25 - 2019.8.24

40224

* 뒷면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접은 후 봉인해 우편 송부해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 16동 306호
사회과학대학 학장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