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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IIA)는 1989년 출범한 지역종합연구센터를 발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종합연구센터가 1992

년 지역종합연구소로 발전되었고, 그 해 9월 국문저널 <국제지역연구>를 창간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국제지역원이 

설립되었고, 2003년 국제대학원으로 전환하여 서울대 전문대학원의 하나로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해인 

2004년 국제대학원 산하로 국제학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현재 명칭의 시작입니다. 국제학연구소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하면 

16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1989년을 기점으로 하면 무려 설립 후 31년째가 됩니다. 이같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10개의 

연구센터가 개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펼쳐 왔지만, 국제학연구소가 통합적인 방식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던 점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3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본 연구소 연구진은 새롭게 재출범을 다짐하였습니다. SK㈜의 후원을 받아 연구소의 

재정적 기반을 다지고, 각종 위원회의 조직, 규정의 정비, 연구진의 보강, 공간의 재구축을 하는 데 한 학기정도를 보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맞아 국제학연구소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열고자 합니다. 3월 5

일에 비전선포식과 더불어 ‘한국의 현주소와 국제학•지역학의 심화’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기획하였습니다.   

 국제학연구소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국제학연구소의 도약을 축하해주시고 더 좋은 앞날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정 종 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장  박 철 희

09:30-10:10 기념식 

환영사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축   사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이형희 SK 사회적 가치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비전선포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10:30-12:00 제1부: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Where Do We Stand Now?)

사 회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연구소장

발   표 안재빈 국제대학원 조교수 “통시비교로 본 한국”

송지연 국제대학원 부교수 “국가 간 비교로 본 한국”   

오윤아 국제대학원 조교수 “국제 연계로 본 한국”

13:10-17:00 제2부: “한국에서 왜 국제학 지역학을 필요로 하는가?”
(Why Do We Need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사 회 김종섭 국제대학원 교수, 미주연구센터장

발표 & 토론 국제안보 (13:10-13:50)

발표

토론

신성호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안보센터장

“미중경쟁시대의 한국의 국제안보연구 아젠다”

전재성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제통상 (13:50-14:30)

발표

토론

안덕근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통상전략센터장

“국제통상연구의 학제적, 융합적 발전”

이재민 법학부 교수

12:00-13:10 오 찬

17:00-18:00 제3부: 종합토론 

“한국에서 어떻게 국제학 지역학을 수행할 것인가?”

(How Do We Conduct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사 회 박철희 국제학연구소장

토   론 이영섭 국제대학원 교수, 전 금융경제연구원장

은기수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

조영남 국제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센터장

정   혁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개발연구센터장

16:45-17:00 커피브레이크

14:30-14:45 커피브레이크 

사 회 문우식 국제대학원 교수, EU연구센터장

발표 & 토론 국제지역학 (14:45-15:25)

발표

토론

정종호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연구센터장

“동아시아지역연구의 탈냉전기적 전개”

채수홍 인류학과 교수

국제한국학 (15:25-16:05)

발표

토론

박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학센터장

“국제한국학 발전의 성찰적 접근”

정요근 국사학과 부교수

국제개발학 (16:05-16:45)

발표

토론

김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협력연구센터장

“국제개발학에서의 국제학과 지역학의 공진화”

권혁주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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