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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식 

하였다. 또한 국제대학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한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및 
현대엔지니어링 김위철 사장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EU 교육협력 프로그램  (한-EU ICI Program)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한-EU 
ICI 프로그램 (한-EU 교육협력 사
업)을 2013년 10월부터 시작하였
다.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
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
럽 에 서 는  프 랑 스  ESSEC 
Business School과 벨기에  KU 
루벤 대학이 참여하여 석사복수학
위 학생교류를 할 예정이다. 
ESSEC Business School 는 
2001년 복수학위 협정을 맺어, 지
난 13년간 16명의 복수 학위자를 
배출한 바 있다. 서울대에서 1년, 
해외대학에서 1년을 수학 후, 졸
업요건을  만족하면  양  대학에서   
각각 졸업장을 받는다. '한-EU 국
제정책경영 복수석사학위 (Global 
Leaders in Management and 
and Policy for South Korea and 
Europe: GLiMPSE)' 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국제학, 경영학, 정책개발학, 유럽학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통합적인 시
각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컨소시엄 기관의 교수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를 통해 한국과 유럽에 대한 깊은 지식 축적과 상호이해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유럽의 새 세대 학생들에게 세계 정세에 대한 다양한 교육, 다문화적인 훈련을 거쳐, 
학문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은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지
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유럽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공부하여, 향후 
비즈니스, 국제관계, 공공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선발된 2-
3명의 학생들에게는 유럽 대학에서 1년 동안 수학할 생활비와 항공비로 약 1,300만원의 장학
금이 지급된다. 

학 위 수 여 식 이  2 월  26 일 
소천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42 명 이  국 제 학  석 사 학 위 를 
받았으며, 국제협력을 전공한 
김 유 리  학 생 이  국 제 학 
박 사 학 위 를  받 았 다 . 문 휘 창 
원장은 졸업생들에게 학문적 
성취를 축하하며, 국제 경쟁 
속에서 지식의 축적을 넘어 
개방적 사고와  관용적 태도를 가 
지고 끊임없이 배워갈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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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공개
강연회에서 한스 윈클러 오스트리아 국립외
교원장은  국제관계에서 다음의 세 가지 변
화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관계에서의 세가지 변화 
첫 번째, 1970년대 외교관들이 다루던 업무 
 
 
 

 
 
 
 
 
 
 
 
 
의 대부분이 국가 간 문제였던 반면, 오늘날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보다, 다자간 관계로 이어지는 
환경문제, 보건문제, 테러리즘 등의 이슈들
을 두고 논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관에게 요
구되는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두 
번째, 세계 무대의 주역이 다양화되었다. 기
존의 정치인 뿐만 아니라, 사업가나 비정부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가 원수들과 대
면하며 국제적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세 
번째, 논의되는 주제가 달라졌으므로 각 주
체들은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 국제 금융기관
들과 함께 금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윈클러 원장은 우선적으로 지식과 기술, 그
리고 개인의 특성을 잘 결합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연 
 
 
 

사가  요구하는  지식은  뚜렷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최대한 폭이 넓고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하
며, 반드시 국제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이론과 실무의 융화 
또한 윈클러 원장은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
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실에서는 이론적 
지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싱크 탱크 (Think Tank), 
여러 분야의 교수와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자
문을 구하라고 조언한다. 오늘날 세계 무대
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윈클러 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론과 실무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그는 
학제간 지식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체제 
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외부의 지식들도 끌
어들여올 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
한 것은 보다 개방된 시야를 가지고, 사회 곳
곳에서 각자의 장기와 재능을 갖고 있는 사
람들을 찾아내야 하고 이들이 실제적인 외교
관계에서 효율성을 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
다. 베르타뇰리 오스트리아 대사를 비롯하여 
100여명의  교수, 학생이 참석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외교관의 역할과 국제관계에 관
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요타 공개강연회 ‘아시아와 세계 ’ 

국제관계 이론과 현실의 결합 
 

한스 윈클러  오스트리아 국립외교원장 
 

외국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가 적절하게 융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과연 이론적 배경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
을까? 정말 이론을 토대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  

 
  

 
 
 
 
 
지난 3월 5일 GL-Room에서는 중국 푸단대
학교의 경제학과 교수 및 중국경제연구센터
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준 교수의 특별강연회
가 개최되었다. 장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지
난 2년간 진행하고 있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중국의 내수, 특히 중국 내 소비 수치
가 통계상의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들
에 대해 설명했다. 뒤이어, 중국 경제 전반에 
관한 열띤 논의가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중국 경제 정책의 현황과 장교수의 비판 
장교수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존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에서 내수 촉진과 내부적 수요를 
창출해 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왔다. 
그러한 노력은 외부, 특히 많은 경제전문가
들이 중국의 불균형적 경제 성장 패턴에 대
한 비판에 따른 결과였다. 즉, 지나치게 높은 
수출과 투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내수로 구성된 수요는 중국 경제의 주요한 
특징이였으며,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는 비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교수에 따르면 그러한 인
식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한다. 중국 국가통
계국에 의해 발표되는 소비지출의 공식통계
수치에는 중국 가구의 소비 품목들의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소비 수치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
국의 내수가 실제보다 많이 낮은 값으로 발
표되어왔다고 했다. 
 
 
 
 

 
 
 
 
 
 
 
중국 소비의 저평가를 초래한 세 가지 요소 
장 교수는 국가통계국의 부정확한 발표 수치
를 통해 크게 다음의 세가지 요소가 중국소
비의 과소평가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귀속임대료와 가장된 민간 소비, 그리고 누
락된 수입이다. 장 교수는 중국의 자가주택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택소유자가 잠재적으로 지불하는 귀속임
대료 또한 높음을 뜻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러한 잠재된 주택 비용이 NBS의 소비지출 
계산에는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기업이 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물품
을 사들이는데, 장 교수는 이러한 소비재들
은 개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사적 소비로 분
류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소비상황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중국
인의 관습 때문에 통계청에 보고되는 개인 
수입 항목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고 있고 
이는 소비지출의 저 평가를 가져 온다고 설
명했다.  덧붙여 장교수는 상당 기간 잘못된 
인식에 집착해온 정부의 수요 촉진 정책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을 가져왔
다고  지적했다. 
 
해결책: 새로운 방법론을 도모 
장교수는 연구를 통해 재조정과 수정된 추정
법을 사용해 다시 계산해본 결과 국가통계국
의 공식 발표수치보다 가계 소비지출 비율이 
훨씬 높게 도출됨을 증명했다고 했다. 장 교
수는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뤄,  중국의  현실 
 
 
 
 

 
 
 
 
 
 
 
 
 
 
 
 
에 맞게 소비의 내역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수집  방식과 새로운 방법론이 절
실하게 요구됨을 강조했다.  
 
다양한 질의 응답 
질의 응답 세션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교수들
의 질문이 이어져 강연의 열기를 더했다. 정
영록 교수는 중국의 경제 전망에 있어 회자
되는 세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질문하였고, 
장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그 정의 자체에 
큰 모호성이 있으며, 오히려 중국의 금융 구
조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진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에서 큰 장
애가 되고 있는 정부의 통화정책의 지나친 
엄격한 규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장교수의 강의는 다양한 중국 경제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
적이며 신선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통계 자료에 존재하는 많은 미비점과 
모호함은 중국 통계국이 당면한 가장 큰 개
혁의 과제임을 논하며 이 날의 강연을 마무
리했다.  

안수영('12 중국지역) 
 

특별강연회  

중국의 낮은 소비 비중에 대한 인식 제고 
 
장준  중국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국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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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FTA 경쟁체제의 
도전과 한국의 전략' 에 대해 TPP 참가 시기
와 TPP협상의 과제, 한-중 FTA와 TPP간 협
상전략,한-일 FTA, RCEP협상 문제, 우리 정
부의 중장기 FTA정책 등의 주제로 전 외교
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 박태호 교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인 안세영 교수 
등이 토론을 하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시
장개방과 산업통상전략에 대해 농업부문의 
과제와 경쟁력 제고방안, 글로벌 경쟁기업
의 과제와 도전, 아시아경제통합과 기간산
업의 과제,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무역조정
지원대책 등 의 주제로 농림수산식품부 해
외농업 환경조사 사업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호 교수 등이 토론의 진행을 맡았
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정치구도와 FTA 
비준의 과제 및 도전에 대해 한-중 FTA 및 
TPP 비준의 과제, 국내 정치구조상 FTA비
준과정의 쟁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
치환경 구축 문제 등에 대해 최재천 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의 새로운 변
화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 
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국가적인 정
치, 경제적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토론
도 이루어졌다. 
 
 
 
 
 
 
 
 
 
 
 
 
 

특별강연회 

대서양횡단의 무역과  
투자 동반자관계 : 
다국주의로의 마지막 장벽 
 
패트릭 메설린 교수 
파리정치대학 세계경제연구소장 
 
FLP 프로그램 학생들을 비롯한 50여명이 학
생이 참석한 가운데 패트릭 메설린 파리정치
대학 세계경제연구소장의 특별강연회가 지
난해 10월 31일 개최되었다.   
메설린 교수는 범 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
정에 대해 정치인, 교섭자, 경제학자 등 다
양한 전문가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로
운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무역투자동반자
협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
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다국적 무역협정을 
자국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지에 대해 토론
함으로서 폭 넒은 시야를 기를 수 있었다. 
 

 
 
 
 
 
 
 
 
 
 
 
 
 
 
 
 
 
작년 12월 5일 소천 국제회의실은 국제통화
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특별강
연을 듣고자 모인 교수, 학생, 연구원들로 가
득 찼다. 특별강연회에서는 '크리스틴 라가
르드 총재와의 대화'라는 제목에 걸맞게 심
도 있는 대담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변호사
로 시작하여 여러 정부 부처의 장관직을 거
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IMF 총재가 된 그녀
의 개인적인 일화와 충고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특별했다. 
 
한국의 행보와 미래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이후 '한
국의 미래 확보' 라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
었다. 강연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경제
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강연을  

  
 
 
 
 
 
하였고,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한류, 기술
적 혁신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국
가라고 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
제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국가들의 상호의존
성이 높아지는 이 두 가지의 세계경제의 양
상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미래는 밝아 보
인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선 방안 
이어서 총재는 한국의 세계 경제 속 선도적 
위치 유지 및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국
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
선, 노동 시장의 포용성이 증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총재는 한국 노동 시장 속 비정
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이질성 및 낮은 
청년 및 여성 취업률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포용성을 넓힘으로 경제적 잠재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서비
스 시장의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였다. 총재
는 적절한 정책들이 적절한 수순으로 도입된
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그렇
게 되면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3.5에서 4 
퍼센트 정도의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IMF의 관계 
총재는 한국의 다자주의적 특성과  전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 사며 향후 5 년 간 
1,500 만 달러의 기여금을 IMF의 역량 개발 
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한국 정부
와의 합의를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
국과 IMF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함
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
하며 강연을 마쳤다. 
 
Q & A 
마지막으로 박태호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관중과 강연자 간의 활발한 대화가 이
루어졌다. 박태호교수는 세계경제에 대한 전
망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미국 양적 완화가 
가져올 변화와 G20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했고, 객석에서는 IMF 쿼터 및 아프리카의 
정책 개혁, BRICS를 비롯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이 중, 남성 위주인 분야에서 여성으
로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총재의 대답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였다: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미소 지으며 꾸준히 할 일을 계
속하세요." 

특별강연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와의 대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논하였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역할 및 국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제포럼 

글로벌 FTA 경쟁체제 속 한국의 과제와 전략 
 
작년 11월 18일, 국제대학원과 선진통상포럼의 공동주최로 '글로벌 FTA 경쟁 체제 속 한국의 
과제와 전략' 주제의 포럼이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정치구도와 FTA 비준의 
과제 및 도전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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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날 

국제대학원은 ‘Global Friendshi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3일 ‘아프리카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건설 및 현
대엔지니어링에서 후원하였다. 다채로운 학술 및 문화행사가 열린 이
번 행사에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각 국 대사
관, KOICA, 외교통상부 등 아프리카 관련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아프리카는 이제 빈곤과 가난, 저개발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다양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한-아프리카 발전 관계에 대한 정부 실무자, 지역 연구자, 기업 실무
진, 학생이 모여 토론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며 개발협력, 통
상, 투자, 평화, 안보, 문화 교류 등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
히, 아프리카 문화 공연, 전시회, 에세이 경연까지 열어, 아프리카의 
날 행사를 보다 풍요롭고 흥미롭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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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 뒤, 학생들은 사전 선정된 주제들을 
놓고 팀별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김종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학교별/출신 국가별 팀이 참가하여 활발
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그룹 세션에서는 교수들의 발표
와 대사들과의 간담회, 에세이 경진대회 발표 및 시상, 그리고 폐막식
이 이어졌다. 에세이 대회 수상은 아프리카 출신/비 아프리카 출신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종족간 분쟁부터 
협력까지-동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 후 재건사업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한 주디 아베디 학생이, 비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아프리
카 발전의 매개”를 주제로 쓴 듀크대의 김우진 학생이 1등의 영예를 
안았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 행사요원들, 교수들이 모두 
모여 아프리카 음식 뷔페를 즐겼다.  
 
 

여러 행사 중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문화행사는 아프리카 
전통 무용 공연과 사진 전시회였다. 전통 악기 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부르키나 파소 원주민들의 전통 춤은 사라져가는 
아프리카 문화를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한국
에 거주 중인 아프리카인과의 만남,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청
년들의 모임 ‘네오브릿지’ 멤버들과의 토크 쇼, 아프리카 전문 
개발 NGO 이사 육숙희 여사와의 자리는 상당한 호평을 받
았다. 아프리카 출신 유명인 브로닌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관
련자들과의 대화는 학생들에게 아프리카를 보는 다양한 관점
을 제시해주었으며, 아프리카 전문가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대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아프리카 관련 정부 실무
자, 지역 연구자, 기업 실무진,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모여 자유롭게 아프리카의 현재와 미래, 한-아프리
카 발전관계 등 다양한 의제를 공유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아
주 성공적이었다. 또, 서로 다른 국적과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학술행사와 문화행사를 통해 한-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소통의 장이었다.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점심 도시락 판
매 수익 전액을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에 기부하여 행사
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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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Asia 프로그램 

CAMPUS Asia 학생 인터뷰 

황 시(북경대 교환학생, 2014년 1학기) 
 
한국과 일본의 가장 우수한 대학에서 훌륭한 교수님들 아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준 캠퍼스아시아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북경대, 동경대와 달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는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그리고 한국학 이렇게 4가지 전공이 있고, 이 전공들이 모두 융화되어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국제정세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커리큘럼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국제대학원의 수업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캠퍼스와 교내 자연환경에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격주마다 제공하는 필드트립을 통해 한국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캠퍼스 아시아 친구들과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혜민 ('10 국제협력) - 캠퍼스 아시아 1기, 동경대 복수학위 취득 (2014.03) 
 
2012년 3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홈페이지에서 캠퍼스 아시아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부시절 중국어
와 일본어 복수 부전공을 했지만, 중국과 일본을 가보지 못한 제 스스로에 답답해 할 때 올라온 이 공고는 졸업을 
2년 뒤로 미루고 인생을 바꾸는 여정을 떠나게 해 주었습니다. 서울대-북경대-동경대, 한중일 3국 최고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국제대
학원에 있다니...1초도 망설임도 없이 지원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2012년 북경대 교환학생을 마친 뒤, 2013년 1년간 동경 대 복수학위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사회적
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극우화를 염려하고 있었고, 몇몇 주위 분들은 제 일본행을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
만. 일본에서 살아본 결과, 적어도 동경대의 수업을 들으며, 일본에서 새로이 사귄 친구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극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기 보다는, 귀국 전, 헤어짐에 가슴이 아플 만큼 정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없는 학술적,  문화적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에게 캠퍼스아시아를 만나게 해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께 감사 드립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의 핵심 대학인 북경대, 서울대, 동경대 (BESETO)를 연결하여 
국제 관계학, 동아시아 지역연구, 공공정책학 등 3국 대학의 상호보완적인 커리큘럼으로 동아시아 정책 문제에 학제적
이고 다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아시아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일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교류를 위해 커리큘럼 개발 및 강의 개설을 통한 정규과정 외에도 한중일 썸머스쿨, 학생 
토론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등을 제공 함으로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나가카와 미사토 (동경대 교환학생, 2014년 1학기) 
 
저는 2010년부터 유엔 협회에서 주관하는“한중일 청년 포럼”에 참가하면서, 이 세 나라의 청년들이 밝은 미
래를 위해, 함께 화합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세 나라의 상황과 문화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어와 중
국어를 배워 직접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수학하는 동안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한국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직접 대화하지 않고, 서로 질문하기를 망설인다면, 오해만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
의 동아시아에 대한 식견도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국제대학원 학생들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대화도 많아서 
저에게 적합한 환경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유적지와 한일간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을 방문할 계
획입니다. 제 꿈은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여기, 국제
대학원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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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박사 ('04 국제협력) 
박사논문 ‘북한 경제개혁과 안보환경의 상호작용: 북한·중국 비교연구’ 
 
2004년부터 국제대학원을 다녔으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까지 거의 10년이 지났네요. 그 동안 국제대학원의 
발전사를 체험한 것 같아요. 그 때만 해도 거의 한국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아져서 어디를 가던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더욱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실무와 학문 분야 모두에 진출 할 수 있는 우리 대학원의 장점을 살려 정책 기관과 같은 학문적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새로운 모험을 앞둔 기분입니다. 저의 논문 주제가 북한에 
관한 것인데, 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공부한 많은 분들이 국제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키운 저의 영어 실력과 국제적인 관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지영 ('11 국제협력) 졸업생대표 
 
드디어 졸업해서 너무 기쁘고, 모두 축하 
드립니다. 그 동안 외국학생들도 많고 좋은 
교수님들이 계셔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국 제 대 학 원 에 서 의  생 활 을  한 마 디 로 
‘소통’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학문적 소통, 
인생덕담을 해주시는 교수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과의 
소통..이런 다양한 양질의 소통을 통해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김다흰 ('12 한국학) 
 
그 동안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였 는데, 운 좋게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년의 대학원 
생 활 , 제  인 생 의  전 환 점 이 지  않 을 까 
싶 습 니 다 . 공 부 하 면 서  많 이  힘 들 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렌 마가렛 ('12 국제통상 )   
국적: 인도네시아 
 
제때 졸업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
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현재 한국에서 
연구 경력을 쌓으면서, 경영전략 분야로 직업
을 찾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2-3년 뒤에 박
사 공부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45학점을 다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배움
의 즐거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들과 가까이 하고, 논문주제를 정하기 전부터 
많은 조언을 구하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양혜진 ('11 국제지역학) 
 
그 동안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점점 
더 발전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대학원이 
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한국문화예 
술 진 흥 원 의  국 제 교 류  팀 에 서  일 하 게 
되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고, 그 동안 배운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로 때문에 많이 갈팡질팡 할 
때에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조언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학위수여식  
항상 그렇지만,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고, 시작 뒤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지난 2월 26일, 아쉬운 이별이자, 설레는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학위수여식이 소천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47명이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제협력을 전공한 김유리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휘창 원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학문적 성취와 졸업을 축하하며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식으로서의 
세계화를 넘어,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름'으로부터 많은 배움과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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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국제대학원은 매년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여러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입성한다. 학기 초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입학한 몇몇 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국제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았다 
 

손택부 '14 한국학  국적: 중국 
 
수준 높은 수업과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모
여있는 국제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
다. 북경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
면서,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
다. 저는 여기서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배
우고, 제 논문을 위해 열심히 공부 할 계획
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 친구들과 많은 대
화를 통해, 전문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경민 '14 미주지역학  국적: 한국 
 
저는 학부시절, 라틴아메리카 정치 상황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로 미주지
역학이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으로 진학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제정세에 대해 통
찰력을 가진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로 성장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지식이 더 많이 
쌓이길 기대합니다.  
 

하이디 벡욜던  '14국제협력   
국적: 노르웨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의 나라 노
르웨이에서 온 Heidi라고 합니다. 아주 가
끔, 노르웨이가 저 같은 활발한 젊은이에
게는 느리게 느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를 더 탐험하기 위해 “잠들지 
않는 도시”인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국제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고, 
여러분과 학문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신희윤  '14국제통상  국적:한국 
 
미국 에모리대학에서 국제학과 중동지역학
을 복수전공하면서 특수한 지역의 전문가
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평
판이 높고,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만
날 수 있는 점에 매료되어, 서울대 국제대
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훌륭한 교수
님, 교직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제통상
을 전공하여 한국과 중동의 교류에 기여하
고 싶습니다.  
 

에두아드 알라브로  
'14 국제지역학, 국적: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복수학위 
 

칸노 요코  
'14 국제지역학, 국적: 일본 
동경대 복수학위 
 
서울대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대학 중 
하나이고, 국제대학원은 세계 우수 학생들
이 모여 같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저는 국제
학 특히 동아시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저에게 공부하
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
아시아의 현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공부
한 후,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싶
습니다.  국제대학원에서  제공되는 많은 수 

해외 대학 복수학위 학생 인터뷰 
 
우리 대학원은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및 동경대와 복수학위를 맺고 있다. 이번에 각 대학에서 입학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업과 활동들은 제가 다른 곳에서 경험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
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발히 참여하여, 여러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첫 복수학위 프로그램 학생으로 
이곳에 온 저는, 가장 운이 좋은 학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다. 그리고 국제대학원에 입학 한 지금, 교내에서도 활발하고 열
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저는 프랑스 ESSEC Business School
에서 국제대학원으로 복수학위를 취득
하기 위해 온 Edouard입니다. 2년전 프
랑스 와인 무역으로 한국에 왔을 때, 열
광적인 홍대문화와 템플스테이를 즐겼
고, 그 당시 경험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국제대학원은 일반 무역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도와줄 것이라 믿습 
 

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뉴스레터   

 
 
 
 
 
 
 
 
김연수 (' 12 국제통상 ) 
 
FTA 과정을 택한 계기는 ? 
지난 몇 년, 국제 무역에 관한 최대의 
화두는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였죠. 비교적 신
개념이였던 만큼 전문가도 많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본 손해는 적지 않았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전공이 국제통상인 만
큼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이 있던 중에 
우리대학원에서 안덕근 교수님을 선두
로 'FTA 통상전략 석사과정' 프로그램
이 신설되었고, FTA와 관련해 심도 있
는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과정
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FTA 수업과정은  
'통상법'과 'WTO와 다자간협상' 수업
에서 WTO 체제 하에 다뤄지는 다양한 
통상법 조항과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국제협상 시뮬
레이션 게임'과 'FTA 의 메케니즘과 그
것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관련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FTA 관련 연구는? 
현재 '무역상 기술장벽협정과 기술표준
이 개발도상국의 완구용품 산업에 미치
는 영향 – 미국의 중국산 장난감 회수조
치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무역상 기술장벽협
정(TBT)은 비교적 최근부터 빈번하게 
다뤄지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한국이 
FTA 과제들을 수행할 때 많은 이슈거리
를 제공할 협정입니다. 논문의 결론부
분에서 TBT가 한국의 향후 FTA 협정에 
시사하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학부와 석사 전공 모두 국제학이기 때
문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진로를 계획 
중입니다. 약간 방대한 분야인 듯 하지
만, FTA 통상전략 석사과정을 통해 얻
은 지식을 더해 FTA 관련 실무 쪽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논문 제목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Technical Standard on Toy Industry of 
Development Country: A Case Study on 
the US’s Recall on Chinese Toy Imports 
 
 
 
 
 
 

 
 
 
 
 
 
 
 
권그리 (' 12 일본지역학) 
 
FTA 과정을 택한 계기는 ? 
FTA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이
기에 FTA 전문가의 수요 또한 더욱 많
아지리라 예상했고, 이것이 제가 FTA과
정을 선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FTA 수업과정은 
저는 3학기부터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되어, 수업 시간표상 안덕
근 교수님의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FTA의 전문가이신 만큼 많
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무척 유익한 수
업이었습니다. 특히 국제대학원의 특성
상, 관련 인사들을 모시고 FTA관련 프
로그램을 마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
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
로 논문을 잘 완성해 보고자 합니다. 
 
논문 제목 
Promotion of Regional Tourism in Japan 
through the use of Mascots - Case Study of 
Destination Branding Using Local Mascots 
in the Miyagi Prefecture 
 
 
 
 

FTA 통상전략과정  
 
국제대학원은 FTA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3년 1학기에 석사과정 학
생들을 대상으로 'FTA 통상전략과정'을 신설하였다. 한국이 FTA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자유무
역과 지역통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FTA 실무전문 인력으로 거듭
나게끔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2013년에 선정된 16명의 
학생들은 FTA 관련 수업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이와 관련된 졸업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서울대 국제대
학원장 및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2014년 2월에 첫 졸업생 2명을 배출하였다.  
 

FTA 1기 졸업생 인터뷰 

 

 
           

            

            

             

           

               

             

    

     

 
   

   

제13회 한국경제·무역협회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우수상 수상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3회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에서 지
난 12월 3일에 전주람('13 미주지역) ·이혜진 ('13 국제통상)·한유진 ('12 일본지역) ·이
래경 ('13 중국지역) (팀명 포텐팡) 학생이 '신한류의 확산 정도가 한국의 수출규모 증대에 미
치는 영향'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오른쪽부터  
전주람 ('13미주지역) 
이혜진 ('13 국제통상) 
한유진 ('12 일본지역) 
이래경 ('13 중국지역)  
 

사진제공: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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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인터뷰: 국제개발정책학과     
 

탄 안   
'08 국제개발정책학과 
국적: 베트남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Tan 
Anh입니다. 국제대학원 동문이 된 것을 매
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학 시절, 서울
대학교의 훌륭하고 열정적인 교수님들로부
터 고국으로 돌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졸업후 진로 
 
국제개발정책 석사로 졸업을 한 뒤, 저는 계
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 하 의  APD (Academy of 
Policy and Development)에서 강사로 일하
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6개월 후 공공
정책부 (Public Policy Department) 의 vice 
dean으 로,  최근에는 외국어부(Foreign 
Language Department) 의 dean 겸 과학협
력부 (Science and Cooperation Division)의 
vice head로 승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저의 커리어에 얼
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
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채워주었을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수님들, 학생들과 교
류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
지를 배움으로써 개인적으로도 기량을 늘리
고 자신감을 채워주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저는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양국이 서
로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돕
고 싶습니다.  
 
APD에서 해온 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APD의 동료 및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
로, SNU-KOICA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예를 들
어, 제가 APD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에 
APD 강사 다섯 명이 KOICA 훈련 프로그램
에 선발되어, 한국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
았습니다. 그리고 KOICA에는 지금까지 세 
명의 한국 전문가와 한 명의 태권도 자원봉
사자가 APD에 파견되었고, 모두 저희  훈련  
 
 
 
 
 
 
 
 
 

 
 
 
 
 
 
 
 
 
 
 
 
 
 
 
 
 
 
 
 
 
 
 
 
 
 
 
 
 
 
 
 
 
 
 
 
 
 

 
및 연구 활동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감사하게도, KOICA의 김영목 이사장님
께서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에 대한 강연을 하시고, ADP 강사진과 직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본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한편 APD 연구진은 
KOICA 베트남 지부의 주도 아래, 베트남 내 
63개 지방에 ODA의 수혜현황과 사회경제 
분야 개발계획에 대한 분석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PD에서는, 
KOICA 프로젝트는 물론 베트남에서 활동하
는 기타 국제봉사단체들에 대한 평가를 담
당할 정책연구자문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KOICA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SNU-KOICA 프로그
램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KOICA는 지금
까지 세계 전역에서, 그 중 특히 개발도상국
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SNU-KOICA 프로그램 졸업생의 일원으로
서,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제 동료들
과 나누고 학생들에게 전해주어 더 나은 세
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
니다. 서울대 교수 및 학생 여러분, 그리고 
KOICA 관계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
복하고 승승장구 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기
원합니다.  
          

 - 2013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  

이번 2월, 좋은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서울대학교는 정말 
멋진 대학 인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명성을 넘어서 학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
신 교수님들의 따뜻하고 친절하신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었고 감사했습니다.   
제 논문주제는 지속되고 있는 '이집트 혁명' 
이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현
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면
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
히 더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제 진로 
를 바꾸게 되었답니다. 원래는 영어 번역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의 기회를 통해 정
치 연구원으로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현재는 Egyptian Community of 
Minister 에서 정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요. 이 분야로의 첫걸음을 뗀 만큼, 설레고 
잘 해보고 싶습니다. 국제대학원에서의 경
험은 제가 어디로 가야 할 지의 지표가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메리암 '12 국제개발정책학과, 국적: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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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경 ('13 국제협력) 
국립외교원 합격(2013년)  
 
 
 
 
 
 
 
 
 
 
 
 
 
 
 
졸업 이후,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을 꿈꾸는 
많은 국제대학원 학생들에게 '국립외교원' 이
라는 기관은 결코 낯설지 않을 것이다. 올해 
폐지된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첫 번째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42명 중 한 명인 허
미경 학생 ('13 국제협력)을 만나, 합격한 소
감과 선발시험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인터뷰 일자:  2013.11.13.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국제대학원은 어떤 
계기로 입학하게 되셨나요? 
 
서울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중어중문학을 전공했지만, 문학보다는 사회
과학과 정치에 관심이 많아, 학부 4학년때 부
터 외무고시를 준비했었어요. 휴학을 하고 학
원을 다니며 준비를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외교관이라는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
만 쉽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추구하는 분야
의 공부를 계속하라는 지도교수님의 조언을 
새겨듣고, 국제정치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국
제협력 전공으로 이번 3월에 국제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외교관을 희망하며 국제대학원에 진학한 것
은 아니지만,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정
말 국제정치분야에 대한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외무고시를 준비하며 
다녔던 학원에서는 피상적으로만 했던 국제
정치 공부를, 대학원에서는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들 간의 합의문과 같
은 1차 자료를 직접 보면서 공부하고 어떻게 
국가간 협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깊
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즐거웠고,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
요.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준비는 언제부
터 하셨나요? 
 
국제대학원에서 1학기를 마치고 7월부터 독
서실을 다니며 한 달간 공부를 했어요. 예전
에 몇 년 동안 외무고시 준비를 했었기 때문
에 고시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발시험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립외교원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영어 성적, 
제2외국어 성적과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이 필
요합니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시험의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1차 시험은 
PSAT 이라는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SAT은 공직 적성평가인데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판단과 같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
어요. 모두 객관식이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
제를 빨리 풀어야 하는 시험이에요. 회사의 
적성 시험과 유사한 종류의 시험입니다. 1차 
시험에서는 10배수 정도를 뽑아요. 
2차 시험에는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학 문제와 2개의 통합논술 문
제가 출제됩니다. 통합논술의 경우, 여러 분
야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측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틀간 시행되는 2차 시
험 기간 동안 총 다섯 편의 글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시험은 면접입니다. 오전에 하게 
되는 집단 토의에서는 4-5명으로 구성 된 조
가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각각 영어와 우리
말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가상의 딜
레마 상황을 주고, 한국이 어떠한 정책을 취
해야 할 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주어
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 이였습니다. 제
가 응시했을 때, 우리말 토론의 주제는 '집단
적 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 이였고, 영어 
토론은 '한국의 핵 정책', 구체적으로는 원자
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후 면접은 개인 프레젠테이션과 인성면접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특정한 문제와 관련 자료를 주고 응시
자의 문제 해결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저는 
한 가상의 국제무역기구에 진출하려는 한국
인 기업가가 있는 상황에서, 외교관으로서 어
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
니다.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다고 들었습
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해외
거주경험이 있는 사람이 합격에 유리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국립
외교원 준비를 하면서 이로 인한 어려움
은 없었나요?  
 
외국에서 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아, 단기간 
동안 외국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해외에 장
기 체류하거나 언어 연수를 받은 경험은 없어
요. 영어나 제2외국어가 상당한 부담 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
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부 재학 시절
부터 영어 스터디를 꾸준히 한 것이 특히 도
움이 되었어요. 영어 스터디를 하면서 단어도 
외우고, 작문 연습, 회화 연습, 그리고 면접 
연습도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언어교육
원 선생님께 레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험에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좋은 발음으로 하는가가 아니라, 본
인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다고 해도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국제대학원에도 국립외교원 지원에 관심
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을 위한 조언을 해 주세요. 
 
워낙 공부해야 하는 것이 많아 학원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지만, 제게는 국제대학원 수
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결국 시험 출제
는 교수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시험에 출제됩니
다. 그래서 시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고 생각했던 수업 내용까지도 큰 도움이 되었
습니다. 특히 제가 들은 수업 중 '국제협력연
습1: 한반도 핵 문제' 의 경우, 한 주제에 대
해 한 학기 동안 깊이 있게 공부했는데, 수업
시간 동안 한 리딩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공부에 도움이 되었어요. 
국제대학원에서 열리는 수업을 많이 듣고, 즐
겁게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
게 되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말
씀해 주세요. 
 
평소에 동북아시아에 관심이 많아 동북아시
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지
역에서의 전문성을 쌓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국제대학원에서도 
Euro-Asia Summer School을  다녀오고,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서포터로 참여하
면서 많은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차원의 협력으
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 학생 차원, 
학술적 차원 등 교류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
다. 앞으로 이러한 다차원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를 북돋아
주신 교수님들과 국제대학원에서 만난 친구
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에 시험을 본다고 CAMPUS Asia 학생들이 
많이 응원해줬어요. 중간에 면접 준비하느라 
서포터즈 활동도 쉬었었는데, 잘 될 거라고 
제게 힘을 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과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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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조창범 교수는 1972년에 6회 외무고시에 합격, 외교
관의 삶을 시작하였다. 외교부 구주국장, 외교정책실장, 유엔차석대사, 체코, 오스
트리아 및 주비엔나 국제기구대사, 호주 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계유엔연맹
(WFUNA)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는 2012년부터 '국제
평화와 안보의 새로운 핵심과제', '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남북한관계' 등 다양한 과
목을 가르치고 있다.  

  

조창범 초빙교수, 前 호주 대사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
는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국
제분야 진출이나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
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학생
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오고 한국 회사
들의 경우 외국인 임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
는 추세이지요. 이렇게 된 데에는 국제사회
에서 한국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뒷배
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원은 한국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은 물론 외국인의 한국 
진출 등 양방향의 교류와 이를 위한 인재양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학교의 특성상, 국제대학원은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때문에 학생들 간
의 교류도 활발하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제를 다룰 때에도 서로의 다른 시각
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보는 학생들
의 시각도 더욱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계기로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법조계에 관심이 있어 법대에 입
학했습니다. 1학년 때 교양 과정을 마치고, 
2학년이 되면서  도서관에 도시락을 싸가지
고 다니면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과
정에서  국사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는데, 고 
 
 
 
 
 

교시절보다  더  폭 넓은 시각을 가지고 국사
를 바라 보았지요.  일본의 침략, 1905년 을
사조약, 1910년 한일 병합조약 등... 일본 제
국주의 대외진출의 희생양이 되어 우리가 나
라를 잃어버린 과정을 다시 공부하다 보니, 
우리 선조들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
하여 잘 모르고 등한시했었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그 당시 우리 정부나 지식인 등 지도층
들이 국제관계에 있어 조선의 좌표라든지 우
리를 둘러싼 열강들의 역학관계나 정치 목적
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이이제이
( 以 夷 制 夷 ), 우 리  스 스 로 의 자 강 (self-
strengthening), 부국강병 등을 통해서 충분
히 막을 수 있었죠.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둘러 쌓인 나라의 외교 활동이  갖
는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
러면서  국제 관계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
었고, 외교관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한민
국의 미래 운명을 외교를 통해 개척하는 데 
기여해보자는 생각에 외교관 시험을 보게 되
었습니다. 
 
그렇게 외교관이 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굉
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제가 수업시간에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
다만, 2004년에 국내 과학자들이 우라늄 농
축 실험을 했었지요. 현재 핵 확산 방지조약
(NPT)에 의하면, 이러한 민감한 핵 기술 연
구 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고 레이져동위원소분 
리기술(AVALIS)로 70-80%에 달하는 고농
축 우라늄을 생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이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을 한다는 의혹이 부
풀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
지게 되었어요. 이에 우리의 우방국들도  범
세계적 핵비확산 체제 수호차원에서 우방이
라고 이중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한국을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noncompliance) 불
량국가로 규정하여  UN 안보리에 이 사안을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과학자들의 과학적 
호기심에 따라 발생한 단순한 실수이고 핵확
산 우려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안보리에
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고 우리는 
IAEA와 전체 이사국들을 상대로 전방위 외
교전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2004년 9
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IAEA 이사회 토
의에서 UN 안보리까지 갈 필요 없이 IAEA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EU국가, 비동맹국 모두를 설
득하였고 IAEA와도  자발적인 시정조치와 
완전한 투명성으로 적극 협력함으로서 우리
의 외교 목표대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어요. 
이러한 한국의 투명성과 IAEA와의 협력 자
세가 결국 모범적인 사례라고까지 인정을 받
게 되었었죠. 당시 저는 비엔나에서 대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3개월간의 이 모든 외교교
섭 과정과 결과가 아주 보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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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으로 일한다는 것이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다 보니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제
대학원에는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곧 국제 업무 분야에 뛰어들 
졸업생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
다면? 
 
저는 일단 학생들이 국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이 많습니다. 세계
화의 가속화로 각국의 많은 문제들이 국제화 
되고 있으므로, 국제 문제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국내 문제도 잘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한 국가의 특정 문제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주변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초국가적
인 문제 들이 많습니다. 최근 다자주의
(multilateralism)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 많
은 우리 학생들이 국제무대는 물론 국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각 부처나 기관 등에서 국제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맡게 된다면  많은 발
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UN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면 UN헌장에
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소위 '국제공무원
'의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진실성이랄까 성실성
(integrity)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고, 절대 성실하
고, 사명감, 책임감이 있고 팀원들과 협조하
여 조화롭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
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실력, 능력
(competence) 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가 되어야 하지요. 또한 자기의 전문 분야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책을 통
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어학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제2외국어까지 유창할 수 
있다면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요. 마
지막으로, 일의 능률성(efficiency)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외교관의 자질도 기본적으로 마 
 
 
 

 
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의 경우 
특히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이 더욱 강조된
다고 봅니다.  
국제대학원 학생들은 훌륭한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서로 자극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국내
외의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진 특수한 환
경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얻기
에 크게 유리한 환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
으로 국제대학원에서 외교관은 물론 국제기
구에서 일하는 국제공무원도 많이 배출되었
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면 어떤 방법
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정부에서 2년간 비용을 부담하고 국제기구 
파견) 시험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80-90%로 
높 습 니 다 . 두 번 째 ,  YPP (Young 
Professionals’ Program) 라는 국제기구 채
용시험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에서 주로 
국제기구 진출이 저조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인데 이에 합격하면 채용대상
자 명부에 등재하여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세번
째는 수시로 국제기구에 공석(vacancy)이 발
생하여 채용공고가 나올 때 그때 그때 지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채용 공고 
직책이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을 잘 검토하
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책이 있나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발간한 '권장도
서 해제집'이라고 있더군요. 명작 100권을 
선정하여 간단한 해설을 담고 있는데 본인도 
읽어보지 못한 책도  많더군요.  관심분 
 
야 책들을 골라보세요. 국제기구 진출을 꿈
꾸는 학생들에겐 최근에 나온 Tom Plate의 
'Giants of Asia: Conversations with Ban 
Ki-Moon'을 권합니다. 한국어 번역판도 나
와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서적으로는 
Karen A. Mingst 와 Jack L. Snyder 편저 
'Essential Readings in World Politics' 를 항 
 
 
 

상 가까이 두고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학부 때의 공부가 지식 위주였다면 대학원은 
연구 위주로 자신이 성취하여 나가는 것입니
다. 교수들을 많이 활용하고 교수가 괴로워 
할 정도로 강의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수업 자료집을 따
로 만들지 않습니다. 강의계획서에 참고 자
료를 명시해두면 그걸 찾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찾아
서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자료도 보게 되어 
본인도 더 공부가 되고 교수도 공부를 더 하
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하
여 세계적으로 싱크 탱크 (Think Tank)의 확
산으로 자료의 홍수를 맞고 있어요. 예컨대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문제 하나가 터지
면 각 분야 여러 저명한 학자들의 분석 의견
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제대학원생들은 항상 
세계문제에 안테나를 세우고 나름대로 그 의
미를 분석하고 어떠한 대응이 바람직할 것인
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저는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움직
이라고 적극성(proactiveness)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출하고 활동할 세계
는 광활하고 냉혹합니다. 
Thucydides 의 Melian dialogue, 19세기 영
국정치가 Lord Palmerstone의 국가이익 명
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생각해 보세
요. 편하게 공부하고 싶겠지만 조금 더 스스
로를 채찍질하세요. 그러면 아주 귀중한 2년
의 대학원 생활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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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무원이 되려면 세계적 수
준의 경쟁력이 중요하며 성실성
(integrity), 능력(competence), 효율
성(efficiency)을 갖춰야 합니다.  이
를 위해 신뢰성, 열정, 책임감, 사명
감 , 관련 분야에서의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원활한 외국어 능력을 배양
해야 하며 꾸준한 독서도 매우 중요
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뉴스레터   

 

비타스 초빙교수, 前 IMF 유럽담당 이사 
 
지난 학기에 초빙 교수로 오신 할리스 비타스 교수와 학생들의 만남이 있었다. 
2013년 2학기에 ‘세계의 금융발전’, 2014년 1학기에는  '세계와 지역 현안연
습 '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비타스 교수는 아테네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런던 UCL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후 국제통화기금 (IMF) 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협상을 관장하고, 또 
IMF 정책과 IMF 관할 하에 있는 모든 문제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  

먼저, 국제대학원에서 이미 한 학기 수업을 
하셨는데,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해 오셨는데요, 국제대학원에 초빙교수로 오
시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 보셨나
요? 
 
국제대학원에 오기 전, 제게는 학생들을 만
나서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단에 선 것은 경제학 학위
를 취득하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입니다. 그 
때 저는 아테네에서 경제학 교수님의 조교로
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경제학과 3-4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IMF에 들어가 
파리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IMF에서 일하
고 싶어 하며 IMF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
해하는 학생들을 도울 기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강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
만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학기 수업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한국인들과 그리스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보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두 민족 모
두 매우 사교적입니다.  양쪽 모두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죠. 사고도 개
방적인 편이고 정중해요. 언어가 항상 장벽
이 되곤 했어요. 아직도 저는 한국어를 제대
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초창기에는 한국 사
람들 대부분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지금은 
비록 항상 그런 것은 아니어도, 꽤 많은 분들
이 영어를 해요. 그러나 당장 캠퍼스 밖에만 
나가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과 같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몸짓과 제한된 단어들을 활용
해서 보다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요. 
 
외국인 교수로서 한국에서 일하는 데에 어려
운 점은 없나요? 한 학기를 함께 보낸 학생들
은 어땠습니까?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얼마 전 수업
이 끝났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질
문하고 토론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학생
들과의 교류는 매우 즐거웠지만 대부분 부끄
러움을 타서 활발한 분위기의 수업은 만들어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체로 별 문제 없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수업을 들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7명이 전부 
 
 
 
 
 
 

였죠. 그 중 4명이 유럽에서 온 교환학생이었
고 한국 학생은 딱 한 명 뿐이었는데, 그마저
도 미국계 한국인이었어요. 그녀가 제 수업
에서 제일 활발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유
럽 학생들 중 두 명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지만 나머지 두 명은 약간 소극적이었
어요. 제 조교 또한 한국인이었지만 함께 수
업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
이 어떤지 제대로 겪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
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셨나요? 
교수님께서 IMF에서 일할 때의 경험이나 경
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나요? 
 
수업 중 제 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했
지만, 이 부분만 다루지는 않았어요. 수업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 첫 번째
는 전반적인 국제 화폐 시스템에 대한 것이
었어요. 여러 문제점과 화폐 시스템이 어떻
게 생겨났는지, 또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법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를 했지요. 두 번째는 금융위기에 대한 것이
었는데,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무엇을 
초래했는지, 각 나라들이 금융위기에서 벗어
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국제
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떻
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마지
막으로 유럽의 통합 경험에 대해 강의하였습
니다. 예를 들어 지난 13~14년 동안의 화폐
통합과 금융위기 등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
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국제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과 교수 사이의 교류, 그리고 학생들 사
이의 교류 둘 다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제 수업시간에 필수 사항 중 하나가 한 
명이 하나의 주제를 맡아서 발표를 하는 것
이었는데, 학생들이 매우 잘 수행해 주었어
요.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참여
해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듣기로는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시고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을 중요
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번 학기를 함
께 보낸 학생들과는 좀 친해지셨나요? 
 
네,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번 주말에 학생들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
고 그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더 알아낼 수 있 
 
 
 
 
 
 

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자리가 좀 더 일찍 마련되었어야 한다는 생
각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는 IMF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
안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직위를 맡으셨죠. 
어떻게 IMF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IMF 직원으로 30년, 
임원직으로 4년을 일했습니다. 대학원 과정
을 끝마칠 무렵에 저는 국제적인 경험을 쌓
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서 네 군데의 국제기구에 지원서를 넣었고, 
IMF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에게 제
일 먼저 관심을 보인 곳은 파리에 있는 
OECD 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렸던 것이 
OECD에서 채용확인서를 받으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 동
의서가 제 때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에 IMF에서 함께 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
았고, 정부가 동의서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IMF
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었지요. 또, 워싱
턴에서 일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IMF에서 일하려면 지식이나 경험이 꼭 경제
와 관련된 배경이 있어야 하나요? 
 
경제학자로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경
제분야의 경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IMF는 전문직과 보조직을 구분해요. 전문직 
대부분은 경제학자들이고, 나머지는 회계사, 
법대 졸업생, 혹은 금융 관련 전문지식이 있
는 사람들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에 대한 수
요가 높아져서 기관 내에서 그 숫자가 많아
지고 있고, 이제는 경제학자 수보다도 더 많
아졌어요. 월드뱅크의 경우에는 더 다양해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법, 금융, 공공관계 등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IMF가 초기에
는 매우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공공분야는 중
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IMF에
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언론과 연락을 하는 것조차 피했었지
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 언론과의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심지어 연락담당
관도 따로 있어서 IMF와 각 국의 의회 사이
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학생들이 이
러한 분야의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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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인터뷰 #2 

 
비타스 초빙교수, 前 IMF 유럽담당 이사 

IMF에서 근무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
으셨나요? 
 
저는 IMF에서 오래 근무하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971년, IMF에 들어온 지 2~3년 정
도 되었을 무렵인데, 당시 미국 정부가 달러
의 금 변환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주요 국
가들은 워싱턴에 대표들을 보내어 미국의 결
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환율은 어떻게 재설
정할지 논의했었지요.  당시 저는 IMF의 하
급 경제관료에 불과했지만, 어떤 변화가 필
요한지 결정하는 전문적인 논의에 관여한다
는 사실에 우쭐하였었어요. 제게는 즐거운 
추억이에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은, 그 때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경찰관에게 제 생애 첫 속도
위반 딱지를  떼었어요. (하하 - 웃음)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저는 대영제국과의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차입예
약협정이라는 협약에 따라 IMF로 부터 융자
를 받으려 했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오래 걸렸죠. 당시 IMF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었기 때문에 협의 내용은 모두 대외비였어요. 
영국 당국 측에서도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신경을 썼어
요. 런던에 내려 호텔에 도착했더니, 객실이 
가명으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측 보
조원이 우리에게 금고를 하나 주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모든 문서를 금고에 넣고 잠그
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그 금고를 전달
해준 보조원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에요. 그가 다음날 다시 와서 열어주긴 했
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
이라서 금고 사용을 기피했었지요. 
 
 
 
 
 

교수님께서는 IMF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정부
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의 경제자문으로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들
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리스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기간은 
사실 IMF Executive Board에서 그리스의 대
변인으로 있었던 때 뿐입니다. IMF 에서 은
퇴한 후, 저는 그리스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를 대변해서 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
혔어요. 그 후 4년 반 동안 그리스 대변인 역
할을 맡게 되었지요. 정확히 말해서, 제가 그
리스를 대표하기는 했지만 그리스 정부에 소
속되어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마다가
스카르는 월드뱅크와 IMF의 많은 국가들에
게서 원조를 받고 있었는데, 월드뱅크가 마
다가스카르에 돈을 빌려주는 조건 중 하나가 
독립적인 경제 자문관을 채용하라는 것이었
어요.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월드뱅크에 마땅
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그 일은 거시
경제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미 IMF에서 은퇴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제게 연락을 하여 혹시 제가 관심이 있는지 
물어왔어요. 저는 그 일에 대해 처음 듣는 순
간에는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았으나 마다가
스카르에 방문할 기회가 생겨 직접 방문한  
후에는 바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
다.  
일 년 중 반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보내며 거
시경제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에
게 자문을 해 주었죠. 마다가스카르는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저는 대통
령을 도와드리는 일 외에도 마다가스카르 사
람들이 자원을 어떻게 유지, 활용해야 할 지
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해 볼
게요. 수업이 없는 날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
을 보내시나요? 
 
사실 이렇게 full time으로, 대학원 수준의 강
의를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
는 날도 강의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하죠. 여러분
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부인이 한국인이랍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 한 
적이 많았고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처
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70년대였어요. 안
동과 부산에 가 보았고 신라왕조의 수도였던 
경주에도 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
하여, 수업 외의 시간은 거의 수업 준비와 서
울과 지방 여행으로 보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가 봤던 곳들은 
다 좋았지만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경주가 매우 흥미로웠다고 할 수 있어요. 하
지만 제가 경주에 갔던 때는 아주 오래 전이
예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해왔잖아요?  
 
 
 
 

다시 한번 방문하여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싶어요. 
 
사모님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한국에서 강
의하기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나요? 
 
물론 그 점도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는 엄밀
히 말하자면 재미교포예요. 한국에서 태어나
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졸업하
고는 미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내 역시 IMF
에서 근무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요? 
 
먼저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지요? (웃음) 자리
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은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 지원자들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 IMF나 월드뱅크에서는 더 많은 한국
인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시 정해진 국적 비율은 없지만, IMF에
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수는 많지 않은 편이
예요. 채용 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문
장 구성력이 탁월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IMF에서는 문서 작성을 잘 해야 해요. 
그리고 물론 훌륭한 경제학자나 자신이 일하
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IMF와 월드뱅크의 경우, 대부분의 채용은 
'Economist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기구는 매우 다양한 그룹에서 졸업자들을 
채용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이미 경력을 가
지고 있는 경력자들을 채용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예요. 
 
 
강의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미국으로 돌아가
실 계획인가요? 
   
다음 학기까지는 다시 돌아올 예정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아시아 국가
들을 여행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먼저 미국
과 그리스에 다녀올 계획도 있습니다.  
 
향후 세워 놓으신 계획은? 
 
저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을 별로 좋아 
하지 않아요. 일단, 다음 학기는 국제대학원
에서 계속하여 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full 
time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살면서 
충분할 만큼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일 외에도 
취미생활이나 여행,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가
볍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 등… 시간을 즐겁
게 보낼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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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 신년을 맞이하느라 바쁠 동문들이 몹시 추웠던 1월 28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대학원 동창회에 참가하였다.   
교수와 동문, 재학생이 참가한 이번 동창회는 우창빈 ('99 협력 전공) 전임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이후 배종찬 ('99 국제협력) 신임회장의 인
사말로 이어졌다. 동문들은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석사 시절로 돌아가 그때 그 시절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옛 추억의 소중함을 
공유하였다.  그 시절이 모두에게 행복했었던,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그리움으로 존재하는 듯 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의 
아름다운 정담은 계속 이어졌다. 재학생들이 들은 선배들의 추억담을 뉴스레터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반갑습니다 , 선배님! 
국제대학원 총동창회 
 

 
 
 
 
 
 
 
 
 
 
 
 
 

 
 
배종찬 신임회장    
('99 국제협력)  
 
 
현재 하시는 일과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한 것
과 직업의 연관성 
제가 하는 일은 전문적인 여론조사이고 이를 
위해 국제적인 감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
사방법에서부터 선진화된 국가들로부터 배울 
것도 많고, 국가간에 비교되는 요소도 많고, 
각 국가의 특성도 각각 다르다 보니, 그 국가
의 정치^경제^사회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대학원 때 배웠던 국제협력 수업에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배워 두었기에 국
제적인 관련 연구 방법을 다룰 때 아주 큰 도
움이 되었습니다.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당시 LG상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
여 영어로만 진행되는 국제대학원만의 특별
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 
홍콩대학 단기연수의 기회가 주어져서 중국 
에서 공부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비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었
던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학
부, 경력, 국제적인 역량의 동료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얻은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웃음) 
 
제3대 신임 동창회장으로서의  포부 
 
한국사회에서 국제적인 시각은 필수불가결합
니다. 매우 큰 주제인 통일에서부터 작은 상품
의 수출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동
문들은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대학원에 입
학한 학생들입니다.  서로 배경과 목적은 조금
씩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국제 분야뿐 아니라, 여러 
다른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
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원 중 국제대학
원을 선택한 진취적인 사고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뽑아내던 재학시절을 떠올리며, 서로
의 발전과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
해 고군분투 할 것입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국제대학원에 맞는 '열린 동창회' 를 꾸려가겠
습니다. 정상에  오르도록 동창회의 시스템과 
규칙도 새롭게 개정할 것입니다.  어색하기만 
한 모임의 분위기를 좀 더 가족적이고 편안하
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창회 가족 개 
개인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
서국포럼 (가칭; 서울대 국제대학원 포럼의 약
칭)' 도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와 동창회를 이
어주는 가교가 될 동창회 홈페이지도 새롭게  
꾸미고자 합니다. 제3대 동창회는 우리 구성
원들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를 키워주
고 보듬어 주는 울타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에서는 동창회장과 동창
회원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입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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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04 국제협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현재 하시는 일과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것이  직업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올해 2
월에 국제협력 박사를 취득합니다. 국제대학
원에서 처음으로 석사, 박사를 다 졸업한 학
생인 셈이죠. 다음학기에는 서울대 국제대학
원 강사로 석사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
한을 전공하여서 '세계 속의 북한' 이라는 강
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
단한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재학생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 강
의나 강연이 있다면? 
 
석사 때 지도교수님은 신성호 교수님이셨습
니다. 잠깐 다른 곳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근  
 
 
 

교수님 지도 아래, 박사 과정생으로 다시  돌
아 왔습니다. 제가 석사를 시작했을 때 신성
호 교수님도 새로 부임한 교수님이셔서 처음 
접하는 일도 많았고, 서로 의지도 많이 되었
던 것 같습니다. 이근 교수님은 우리들을 학
생으로 대하시기 보다는 함께 학문을 하는 
동료처럼 대하여 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
니다. 또, 이근 교수님과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호수만 달라서 재미있는 에
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현재 직업에 어
떻게 도움이 되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대학원은 실무위주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무를 잘하려면 이론과 역사를 잘 
알아야 하고, 이론만 잘하고 적용하지 못하
면 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
리 대학원에서는 좀 더 민첩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며 공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큰 강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게 공부
하면 여러 분야에 도전할 거리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국내박사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박사들의 타이틀 파워는 분명히 줄어들
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여 얻
는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 
온다고  취직이  보장되는 시대도 아니고. 요 
 
 

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자료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서 박사를 취
득한 후, 취직이 안되어 힘든 사람들을 주위
에서 여전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국내가 좋
다, 해외가 좋다 비중두고 말하기 힘듭니다.    
 
최종적인 목표나 꿈이 있는지?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
만의 북한에 대한 식견을 재정비하고, 발전
시켜 다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한
국을 바라보는 식견과 국내에서 바라보는 것
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를 
아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
회가 된다면 다음 공부는 해외에서 해보고 
싶어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가 있나요? 
 
어떤 직종을 정해놓고 꿈을 가지지 말라는 
이근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직책이 
무엇이던지 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
지' 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직책을 기준
으로 정해놓고 나면 그 직책을 이룬 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지잖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어떤 직책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죠. 석사 졸업 후, 취직과 공부 중 선택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스트레
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목표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김이재 ('99 동남아시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현재 하시는 일과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한 것
과 직업의 연관성? 
 
저는 제 자신을 나비와 두리안을 사랑하는 문
화지리학자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현재 경인
교육대학교 교수를 하며 한-아세안센터에서
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와 관련된 '펑키 동남아' 라는 책도 펴냈습니
다.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나 
강의? 
 
그 당시 지역학 학생들은 여름 방학 동안 각
자 연구하는 해외 지역을  방문 할 수 있는 기
회가 있었어요. 귀국 후 다같이 학교에 모여 
그 나라 문화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공
유하고 나눌 수 있었던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
릅니다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현재 직업에 어
떻게 도움이 되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제대학원에서 최고의 지원을 받았다고 표
현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SEASSI라는 동남아 연구기관 써머스쿨에 보
내줘 하루 종일 언어도 배우고 동남아지역전
문가로서의 좋은 기반과 중요한 인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학원에는 학
생이 별로 없어서 거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2 정도 였어요. 동남아 지리를 한 분한테 
홀로 배우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동기
부여도 받았고 문화지리학 분야의 학문에 흥
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나 꿈이 있는지? 
 
동남아 지역전문가로서 평생 좋은 책을 쓰고  
 

동남아의 매력을 느끼며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EBS 세계 테마기행에서 인도네
시아 수마트라 같은 지역을 안내하며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
니다. 제 원래 본명이 김학희인데 김이재로 
개명했어요. 김이재라는 뜻은 아름다운 재화, 
재물, 재능이고 영어로 번역하면 dream 
maker라는 뜻이에요. 스칸디나비아 고어로
는 '자신을 온전히 실현해라' 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대로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펴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치
열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어
요. 특히 우리 국제대학원 여자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웃음) 세계를 향한 꿈을 가
진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한국인이 꿈꾸는 고
관직이 아닌 오지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면 제가 행복
하고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인 구달
을 인용하며 '모두가 저를 비웃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
다. 
 
 

사회 각계 각층에 진출한 선배들의 재학생 시절 추억, 지난 15년 남짓의 인생 여정, 그리고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에 대해 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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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97국제협력) 
KBS 기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저는 막 조지타운대학교에서1년간 지역학 연
수를 마치고 서초 검찰청 대검 사회2부 법조팀
으로 발령받은 KBS 기자입니다. 국제협력을 
전공했지만 대학원 때부터 지역학에 관심 있
어서 지난 1년간 그 분야로 연수를 밟았습니다.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 강의나 
강연이 있다면? 
졸업 직후 IMF가 터져서 고학력 청년실업 대
란이 있었는데, 그때 백진현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국회인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희는 설 마다 백진현 교수님 댁을 방문하여 다
같이 세배 하는 전통이 있어요.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현재 직업에 어떻
게 도움이 되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언론 분야는 국제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입니다. 입사 후 국제부에도 있었고 남북의 창
이라는 프로그램 앵커도 했었습니다. 분쟁관
련 수업들은 '특파원현장보고' 라는 프로그램
을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수업들을 토대로 다르푸르나 카슈미르와 
같은 분쟁 지역 취재를 기획할 수 있었어요. 또
한 수업 때 많이 들었던 UN 평화유지군의 인
도적 개입을 레바논 현장에서 직접 볼 수도 있
었습니다. 청와대 출입할 당시에도 외교, 안보 
업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국제대학원  수업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나 꿈이 있는지?  
지금 하는 것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국제대
학원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은 만큼 국
제분야에서 더 기여하고 대학원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더 많은 조언도 해주고 
싶어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취업이나 학문 어느 한쪽으로만 단정지어 생
각하지 말고, '학제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문
뿐 아니라 실무도 같이 조화하는 것을 권유합
니다. 어디를 가든 서울대국제대학원 나오면 
대접을 잘해주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좋은 것을 처음부터 찾아서 가는 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지만, 젊을 때 계속 실패
하고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아는 것도 운
이 좋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끝으
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류현주 ('99 국제협력)  
국제변호사  
 
 
재학생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 강의
나 강연이 있다면? 
학부 때는 영문학, 인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 
 

에서는 사회학에 가까운 공부를 했던 것 같습
니다.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동기와 선 
배와 재미있었던 추억이 더 많아요.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현재 직업에 어떻
게 도움이 되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대학원 때 공부했던 것은 국제인권이고, 
지금은 기업에서 민간분야 일을 맡아서 직접적
인 연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석사과정 2년이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 같아요. 
 
로스쿨로 진학한 계기가 있나요? 
사실 대학원 졸업 후 회사 취직이나 박사는 싫
었고 진로에 대한 뚜렷함이 없었던 중에 동기
나 선배들이 로스쿨 진학 하는 것을 보고 자연
스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변호사 커리어를 하다가 한 
국으로 다시  들어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회귀 본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고 가족, 친구가 다 있고 거기다 한국
은 아주 핫한 시장이니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직업을 찾았어요 
 
최종적인 목표나 꿈이 있는지?  
지금은 한국담당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아태지역이나 독일 본
사에 가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비해서 취직도 어렵고 
더 경쟁적인 분위기인데 국제대학원 선배들이 
많이 뻗어 나가있으니깐 관심분야에 진출한 선
배한테 조언도 구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권장
합니다. 

 
 
 
 
 
 
 
 
 
 
 
 
 
우창빈 ('99국제협력, 前 동창회장)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前 회장으로서 한 말씀이 있다면? 
예전에는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 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봤어 
요. 그런데 일단 온라인으로 친해지기는 힘들 
 
 
 
 

고 먼저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
하다고 느꼈어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숫자가 
적더라고 정기적으로 계속 만남을 가지는 것
이 좋을 것 같아요.  
 
재학생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 강
의나 강연이 있다면? 
문휘창 교수님의 전문분야인 다이아몬드 이론
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초창기여서 영어로 강의하는 게 교수님
도 학생도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타 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하고 있는데 힘듭니
다.(웃음)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현재 직업에 어떻
게 도움이 되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당시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다양성을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배경과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독특한 이국적인 문화
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나 꿈이 있는지?  
저는 처음에는 사기업 삼성물산에서 일했고, 
국회에 가서 공직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학
문 분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종합하여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여러 가지 점
들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면
에서 국제대학원이 제게 많은 경험과 다채로
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아
주 적합한 곳이었죠.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요즘 학생들은 너무 상자 안에만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너무 단기적 목표에만 집중하
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라고 충고해
주고 싶어요. 때로는 중간에 실수도 하겠지만 
긴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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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16일 故 김장권 교수 10주기 추모
식이 국제관(140-2동) 202호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하여 문휘창 원
장 , 김용덕 전 원장, 및 일본연구자 20여명
이 참석하여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故 김장권 교수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서울대 사
회계열로 입학하여 정치학 학사, 석사를 마
쳤다. 1989년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역사인
류학 박사를 받은 뒤 1992-2000년 숭실대
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2000년부터 3년간 재직하였
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2003년 9
월 15일 타계하셨다.  
 
추모식 
문휘창 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그는 사람들에
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전했다. 김 교수
는 국제지역원에서 국제대학원이 되는 과정
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일본학
회와 정치학회의 핵심적 역할을 할 만큼 열
정적이었다. 일본의 정치 분석과 사회 현안
을 연구하면서 현재의 한국을 만드는데 일본
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연구했던 
김 교수의 학문적 깊이는 따라갈 수 없으며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음에 아쉬워하였다.  

김용덕 전 원장은 故 김장권 교수와의 깊은 
인연을 소개하며, 그의 수준 높은 박사학위 
논문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김 전 원장
은 김 교수가 박사 취득 후 귀국한 90년대 
초, 역사인류학 관련 대학이 없었던 시절 김 
교수가 어디에 적을 두어야 할 지 막연하였
을 때 정치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
다. 김 교수를 잃은 것은 일본연구에 한 획을 
그을 대단한 동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김 교수의 장녀 김정민 양은 현재 국
제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다. 김정민 
학생은 유족 추모사를 통해 작은 고민에서부
터 큰 그림까지 그려준 아버지께 감사 드리
고 앞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의미있
게 펼치겠다고 하였다. 또한 10주기를 마련
해주신 국제대학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추모 문집 
사회를 맡은 박태균 교수는 올 봄부터 박철
희 교수, 신성호 교수, 정종호 교수와 함께 
편집위원회를 만들어 추모집을 준비하였다
고 전했다. 『일본,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는 故 김장권 교수 10주기 추모집으로 1부
는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란 주제로 김장권 
교수의 마지막 발표 논문인 '일본의 분권화 
개혁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 구조 
'를 필두로 6개의 논문을 실었으며, 2부에서  

 
 
 
 
 
 
 
 
 
 
 
 
 
 
 
 

 
 
는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주제
로 아시아 개발은행, 한중관계, 국제분쟁, 전
자민주주의 등 6개의 논문을 실었다.  
 
문휘창 원장은 교수들의 마음을 모아 김정민 
박사과정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앞으로 
국제대학원이 故 김장권 교수의 뜻에 따라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 및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故 김장권 교수 10주기 추모식 
 
일본지역학 교수였던 김장권 교수가 서거하신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교수연구실에는 늘 많은 화초가 있었고 매학기 일본에서 사오신 정이 가
득한 일본 과자를 건네주곤 하셨는데 모두에게 좋은 기억만 주고 싶으셨는지 2003년 가을 홀연히 바람처럼 가버리셨다.   

학생들과 함께(2002년)                                                                 추모비와 추모수 (140-1동)) 

교수님과 함께 하는 티타임 
 
매학기 진행되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티타
임' 이 2013년 11월 11일에 소천국제회의
실 앞에서 개최되었다. 문회창 원장, 박철
희 교수, 이영섭 교수, 김종섭 교수, 한영혜 
교수 등 총 6명의 교수님들이 참가하여 학
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약 35-40명
의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학생들이 교수들
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아버지로
서 또는 어머니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학생
들과 나누었고, 학생들도 교수들에게  스스
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
다.  

지난 3월 5일, 140동 로비에 위치한 
CNN 카페 오픈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민선식 YBM 사장과 문휘창 
원장, 이근 부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민선식 사장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특별한 환경과 더불어, 
CNN 카페가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CNN 카페는 영어 및 외국어 
교육 대표기관으로 자리잡은 YBM이 
미국의 세계적인 뉴스전문 방송인 
CNN을 활용하여 만든 신개념 카페로, 
커피와 CNN 국제뉴스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다. 

CNN 카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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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스포츠 데이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여러 운동 종목에 자유
롭게 참여함으로써 유대감을 엮어주는 '국제대학원 스포
츠 데이', 그 두 번째 막이 2013년 10월 1일 서울대 기숙
사 운동장에서 열렸다. 1~2명의 교수와 여러 명의 학생
이 한 팀을 이뤄 안덕근 대외부원장의 청팀, 박태균 교수
의 홍팀, 이근 부원장의 녹팀, 문휘창 원장과 이영섭 교수
의 황팀, 이렇게 네 개의 팀이 이뤄졌다. 이 날의 우승자
는 청팀이었다. 줄다리기, 피구, 축구, 깃발 뺏기 등 다양
한 운동경기가 펼쳐졌고, 공동 2위를 기록한 홍팀과 녹팀, 
3위의 황팀 역시 끝까지 멋진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근 교수는 폐회사에서 사고와 부상 없이 운동회를 마무
리해 기쁘다며 최선을 다해 준 참가자들을 칭찬했다. 더
불어 스포츠 데이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전통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기획 
및 진행한 알렉스('12 지역학) 학생회장은 스포츠 데이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학생회 임원들의 노고와 문휘창 원장
을 비롯하여 교수, 직원, 학생 모두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
의 뜻을 전했다. 스포츠 데이를 성황리에 마친 경험을 발
판 삼아 다음에 열릴 제 3회 스포츠 데이 역시 성공적으
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라운드테이블 요일(매주) 시간 장소 연락처 언어 

개발도상국 목 11:30-13:00 140-2-202 daeun1990@snu.ac.kr 영어 

라틴아메리카 화 11:30-13:00 140-1-102 gsis.ameria@gmail.com 스페인어 

미국 월 12:00-13:30 140-1-202 cschrand@gmail.com 영어 

유럽 수 12:00-13:00 140-103 gsiseurt@gmail.com 영어 

일본 수 11:30-13:00 140-1-202 gsisjapantable@gmail.com 일본어 

중국 목 12:00-13:20 140-103  gsischinesetable@gmail.com  중국어 

캠퍼스 아시아 화 13:00-14:30 140-1-202  gsis.campusasia@gmail.com 영어 

한국 월 11:30-13:00 140-2-201  snurtkorea@gmail.com 영어 

세계 지역별 라운드 테이블 
 
국제대학원 학생들은 세계 지역별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여 세계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 스스로 토론
을 하고 각 국의 입장에서 또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여러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며 국제전문가의 기틀을 다질 수 있
는 자리이다. 수업이 없는 점심 시간을 활용하게 되며 도시락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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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활동 

안덕근 교수와 메설린 교수가 함께 
쓴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Never Ending Zeroing in the 
WTO?'(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  SSCI 저 널 인  World Trade 
Review 2014년 4월호 에 등재 된다. 
또 한  Thomas Cottier, John H. 
Jackson, and Rosa M. Lastra가 편
집하였고 또한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국 제 규 범  수 립  방 안 을  제 시 
'International Law in  Financial 
Regulation and Monetary  Affairs,' 
2012,  (Oxford University. Press)에 
대한 북리뷰를 쓰기도 했다.  이 리뷰
는 SSCI 저널이자 국제법 최고권위
지 인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4년 1월호에 
등재되었다.   

김태균 교수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
발협력의 책무성: 수용과 남용의 딜레
마' 논문이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
호(2013년 겨울호)에, '대북 인식의 프
레임과 네트워크: 개성공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공저)이 <북한연구학회
보> 제17권 2호(2013년 겨울호)에, 
'Social Rights as a Global Public 
Good: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Accountability' 논문이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2)
에 게재되었다. 한국정책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Post-2015 체제 하
의 개발재원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향' 

이영섭 교수는 '지표를 활용한 한국
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
국과의 비교분석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Korea: A 
Cross-National Indicator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OECD' 논문이 『경제학연구』 
61(4)에 게재되었다. 
Beijing에서 2013년 12월 16-17일 
개 최 된  World Finance and 
Banking Symposium 에 서  'A 
Missing Link in FX Reserve 
Management: Global Needs for 
ACU-Denominated Reserve 
Assets' 논문을 발표하였다. 

문휘창 교수는 노태우, 조동성 그리고 
이윤철교수와 함께 'The Effect of 
Culturally Determined Entry Mode on 
Firm Performance in the Global Retail 
Industry' 의 글을 NBRI 2013년 4월호
에 게재했다. 또한 그는 임소현박사수
료 생 과   함 께  'The Korean 
Multinationals: Setback and 
Turnaround Investments' 를 썼는데 
이는 Vale Columbia Center가 진행하
고 있는 EMGP 프로젝트 산하에서 이
루어진 글이다. 문교수는 조동성 교수
와 함께 ‘National Competitiveness’
를 Edward Publishing Ltd. 에서 발행
하는  United Kingdom, 2013 호에 게
재하였다.   

을 발표하였고, 비판사회학대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와 개발협력의 책무성: 수용과 남용의 딜레마' 를 발표하였으며, 국
제개발협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발재원의 다양성과 ODA의 중
심성' 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한국외교부와 UNDP가 주최
하는 Asia-Pacific Consultation on Building Asia-Pacific Evidence 
for the First High Level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에 서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The Prospect of Mutual 
Accountability in South-South Cooperation” 을 발표하였다.  

김태균 교수 

문휘창 교수 이영섭 교수 

안덕근 교수 

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 및 실무진  방문 
 
국제대학원은 태국 출라롱콘대학과 2008년부터 한
국학 석사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출라롱콘 대
학 단독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
이 있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협력하여 운영하
고 있다. 매 학기 출라롱콘 대학 학생들이 국제대학
원에 교환학생으로 입학하여 한국학 과목을 수강하
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또한 서울대 교수들이 방
학을 이용하여 출라롱콘 대학에 가서 집중 강의를 
하고 있다. 2008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의 학생이 
수학하였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출라롱콘 대학
원의 교수진 및 직원 50여명이 GSIS를 방문하여 국
제회의실에서 한국학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이어진 견학을 통해 국제대학원의 이모저모
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의 방
문은 두 대학의 돈독한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양 
학교의 학생들이 더욱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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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특별강연회, 메리 마자넥, 마크 매닌 미국 의회조사국
(CRS) 동아시아 전문가 
'미 의회조사국장과의 대화: CRS의 역할과 미국의 아시
아 정책' 

2013.10.31   

특별강연회, 페트릭 메설린 파리정치대학 세계경제연
구소장 
'대서양횡단의 무역과 투자 동반자관계: 다국주의로의 
마지막 장벽' 

2013.11.06 
월드 뱅크 웹비아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 and Motivated  
Individuals' 

2013.11.13   특별강연회
,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OSCE: 안보협력의 지역모델' 

2013.11.14   
제9회 국제개발정책세미나 
이성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물과 물 정책' 

2013.11.14   
소천 한국학센터 제 1회 콜로퀴엄  
오세미 위스콘신대 교수 
'The City as Method: Locating Seoul in Korean Studies' 

2013.11.18   국제포럼
, 박태호 국제대학원 교수 외 12명  

'글로벌 FTA 경쟁체제 속 한국의 과제와 전략' 

2013.11.13   
소천 한국학센터 제 2회 콜로퀴엄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부센터장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2013.12.05   특별강연회
, 크리스틴 나가르드 IMF 총재 

'크리스틴 나가르드 IMF 총재와의 대화' 

2013.12.07 
특별강연회 , 스테파니  로시우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Peru 교수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토착화: 페루와 볼리비아의 사례' 

2013.12.17  특별강연회
, 사이드 바시르, General Council of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전망과 다자간무역의 미래' 

2013.12.10  제
 10회 국제개발정책세미나, 이승훈 국가인권위원회  

'포스트 2015 발전 아젠다: 시민사회의 도전과 기회' 

2014.01.13 
2014년 제 1회 국제개발포럼 
홍은표 박사, OECD 사무국  
'글로벌 가치 체인과 국제개발협력' 

2014.03.05 
특별강연회 
장준  중국 푸단대학 경제학과 교수,  중국경제연구소장 
'중국의 낮은 소비 비중에 대한 인식 제고' 

2014.03.13 제 11회 국제개발정책세미나, 박미아 국제이주기구  
'국제 이주: 발전 기회와 도전' 

2014.03.17   공개강연회
, 한스 윈클러 오스트리아 국립외교원장 

'국제관계 이론과 현실의 결합' 

2014.03.31   국제대학원
 연례 심포지엄 

문휘창 원장 외 8명 교수 '기로에 선 한국' 

2014.04.08    
특별강연회 
최석영 駐제네바국제기구대표 대사  
'포스트 발리 무역 협상의 도전과 기회' 

소천 한국학센터 제 1회 콜로퀴엄 
 
 
 
 
 
 
 
 
 
 

 
연구방법으로서의 도시:  한국학에서 서울의 위치 

오세미 위스콘신대학교 교수 
 
2013년 11월 14일, 소천한국학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소천 
콜로키엄에 박태균 교수와 은기수 교수를 비롯한 약 2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부의 
오세미 교수는 '연구방법으로서의 도시: 한국학에서 서울의 위치' 
라 는  주 제 로  발 표 를  하 였 다 . 오  교 수 는  현 재  서 울 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오 교수는 우선 
북미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학에서의 문화 연구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국학에서 문화연구가 활발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을 소개하며, 학제간 연구는 
오늘날 영화, 영상, 음악, 미디어, 젠더, 일상, 도시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지역학의 
한 분야로써의 한국학의 위치와 더불어 한국학과 지역학을 
재조명할 수 있을 문화 연구의 잠재력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졌다.  
현재 1920년대와 3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의 경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오세미 교수는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해 
연구하기보다는 도시를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활용해 역사적 
시기에 대해 접근하는 독특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오 교수는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의 일면을 보여주는 '모델 도시'와도 같은 경성을 
연구하고 도시에서 나타나는 식민성과 근대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공간을 텍스트라는 평면적인 
방식으로 바라봄으로써 공간의 이중성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강은혜 ('13 한국학 전공)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 (GLP) 29기 입학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
정(GLP: Global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이 3월 6일에 개최되
었다. 이번 29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
원, 벤처기업인, 정치인, 군장성, 정부인사, 언론인, 의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최고경영자 48명으
로 구성되었다. 수료시,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자격이 주어지며 약 
1,400여명의 수료생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있다. 
문의 : 880-9250    http://www.glpceo.org     glpceo@snu.ac.kr 

국제대학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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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Gold club (1억원 이상)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권오현) 

 

◉ Crystal club (1천만원 이상) 

권혜순 

(재)석성장학회 (회장 조용근) 

은기수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석효)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김위철) 

FLP 2기 

GLP 26기 

GLP 27기 

GLP 28기 

익명 

 

◉ 기타(1백만원 이상) 

㈜에스케이하이테크 (대표이사 정학섭) 

㈜한길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용구) 

     

※ 위 내용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까지  발전기금을 출연해 주신 명단입니다.  

※ 발전기금 문의: 02-880-8500  gsis@snu.ac.kr  

◉ 장학생 명단 (2014년 1학기) 
    후원해 주신 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명 장학생 

김재익 이노카 

민계식 레이첼, 백알란, 사탄, 응웬티번안 

소천교육연구재단 정주연, 권규민, 박범준, 백동현 

신양문화재단 이단단 

IDB  룸멜바가스, 페레난도 

GLP 
이재철, 안수지, 진명, 김다은, 노인혜, 서주원, 이래경, 박시연, 
윤태희, 손석의 

GSIS Fellowship 
윤태희, 이연우, 조비연, 남성태, 이승호, 김보경, 김지현, 박소
희 

KOGAS 디안노비 크리스나, 앙기아 

KOICA 

파멜라, 셔린, 사메르, 에릭, 호야오데데우스, 신디, 마리, 크리
스, 니암수드, 쟝, 고빈다, 산드야, 위니, 믹팔렌, 비스마크, 에
두아르도 
 

POSCO 
유가가, 온드라, 바트촐롱차츠랄, 다비드무하마드, 조위, 응웬
티응억완, 배홍유, 정가현 

 * 명단에서 교수 TA 및 RA는 제외됨 

교수 동정 

라몬 파쉐코 팔도  신임교수 
 
이번 2학기에 신임교수로 임명될 라몬 페쉐코 팔
도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국제관계학 박
사학위를 받았고, Kings College London에서 교
수로 4년간 재직하였다. 현재 그의 연구 분야는 
유럽의 정치 외교 및 유럽-아시아 관계이며, 앞으
로 국제지역학 전공의 유럽 관련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 뉴스레터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2-880-8507, gsis@snu.ac.kr 로 연락주세요. 
◉ 기사작성 및 편집: : 노인혜('12 국제협력), 염수연 ('12 국제협력), 진명 ('13 국제협력), 천희원 ('11 국제협력), 최혜민 ('10 국제협력) 
◉ 사진: 막스 눌누스 ('12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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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식 
 
 

학생현황 
 
2014년 1학기 현재 국제대학원은 55 명(석사과정 51명, 
박사과정 4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총 27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세계 40여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비율은 
44.3%에 이른다. 또한 13명의 박사과정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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