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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요타, 서울대국제대학원 ‘아시아와 세계’ 강좌후원 
- 2016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 후원 

한국 토요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

학원과 ‘아시아와 세계’ 강좌후원을 

위한 약정식을 체결했다. ‘아시아와 

세계’ 강좌는 ‘세계’라는 큰 틀에서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를 조망하고, 

아시아 각국 간의 이해를 증진해보

자는 취지로 한국 토요타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

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강좌에

서 학계를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를 초청,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한국 토요타는 이번 후원을 통해 2016년까지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아시아와 세계’ 프

로그램에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양화 되었다. 기존학술강좌, 공개강좌,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외에 국내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정주제에 대한 논문공모전인 ‘토요타 

트렌드 리포터즈’ 도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 요시다 아키히사사장은 

“아시아와 세계강좌후원을 통해 아시아 각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토요

타 자동차의 기본이념에 따라, 한국 토요타 자동차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다.  학술, 문화, 예술, 환경 그리고 자원봉사로 나누어진 사회공헌활동은 1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 가을학기 졸업식 
졸업식은 항상 시원섭섭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8월 28일, 소천 국제홀에는 3명의 

박사와 65명의 석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원하기 위해 가족과 친

구들이 함께 하였다.  김종섭 국제

대학원 원장은 축하 연설에서 학

생들에게, “끝없이 다른 문화로부

터 배움의 자세를 갖고 하는 일에 

전진 하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이

어 졸업생 대표인 전희주 학생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미친 듯이 뜨겁게” 라는 힘찬 메시지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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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가을학기 졸업생들의 모습 

 
2014년 가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9월의 첫날, 첫 출발의 설렘으로 가득한 소천 국제 홀에서는 86명의 석사과정 및 4명의 박사과정의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

엔테이션이 열렸다. 새로 취임한 김종섭 원장은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학생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했다. 학생회장인 아델보로위악의 취임연설에 이어 이근 부원장이 학교 수업과 교수들에 대

한 소개를 진행 했다. 이에 이어 박철희 교수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 

되었다. 

 2014년 가을 학기 신입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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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S News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특별강연회 개최 
 
서울대는 호베르토 아제베도 (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WTO의 현 위상과 역할: 

글로벌경제에서의 다자무역체제’라는 제목의 특별강

연회를 2014년 5월 15일(목)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원 소천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통상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무역을 확대

하는 등 국제무역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 WTO의 현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하고, 세계경제에서의 다자무

역체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행사는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의 연설

과 더불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계경제체제

에서의 WTO의 역할 및 그의 리더십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25분)은 Town Hall Meeting 형식으로 진행되었

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 총장

 

일본연구소 기획초청 강연  

한일 관계의 오늘과 미래 전망 – 마스조에 도쿄도지사가 바라본 시각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기획특별강연으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가 초청되었다. 7월 25일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국제대학원 소천 회의실에서, 『한일관계의 오늘과 미래전망 – 도쿄도에서 바라본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요이치 도쿄도지사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 및 고령

화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왜곡된 상호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크다는 것과 일본 내에서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에 대한 비판 등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도쿄도지사의 입장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견해를 피력하고, 서울대학교 학

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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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지사: 마스조에 요이치  

 

 
맨스필드 견습학자들과의 특별간담회 GSIS 
 
6월 19일, 한미경제관계에 일가견이 있는 국제대학원 교수들은 맨스필드재단이 이끌고 한국재단이 후원하는 ‘한미학자-정

치가 NEXUS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견습학자들과 특별원탁회의를 가졌다. 박태호, 이근, 신성호, 안덕근 교수들이 참석했으

며 회의주제는 한미 및 한중 FTA의현황, TPP 그리고 RCEP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와 더불어 신뢰정치와 관련된 현정부의 

외교정책, 동북아평화 및 협력계획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주제까지 다방면으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는 가히 학제적이었다. 

국내경제, 정치 (언론 및 여론) 그리고 역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양질의 회의를 만들었다. 

이번 견습학자 단체의 창단자는 Frank Januzzi다. 그는 Maureen and Mike Mansfield 재단의 현회장이며 이전에 미국에

서 시장으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미국정부기관과 Amnesty International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강연: Robert Sutter, 조지 워싱턴 대학, 엘리엇 국제대학교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에 관한 대담 
 

  

6월 2일 국제대학원에서는 조지워싱턴 대학의 엘리어트 국

제대학의 교수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아태평양정책전문

가로서 국가정보위원회 동아태정보 담당관을 역임한 

Robert Sutter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최고권위자인 Robert 

Sutter 박사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 교수 (국제관계학부장) 

로 “미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

도록 강요 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하

였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정책

(rebalancing)의 최고권위자인 셔터교수는 대북정책과 관련

해, 북한이 먼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현재의 전략적 인재

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전력

을 계속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일 MD 지역동맹체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 강연 후,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Dr. Sutter에게 감사패를 증정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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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 GSIS 학술토론회: 기로에 선 대한민국 
 

 

3월의 마지막 날, <2nd GSIS 학술토론회: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 열렸다.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의 어

려운 점 및 교훈』과 『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중 몇 가지 요점들을 소개하자면, 

김종섭 교수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에 기여한 주요인들로 무역중심 및 정부

가 이끈 경제정책, 높은 저축률과 교육 

그리고 안정된 거시경제를 꼽았다. 한편, 

현대 금융시장의 경향으로 ‘tapering’(양

적 완화조치의 점진적 축소)에 대한 이

영섭 교수의 의견이 이어졌으며, 김태균 

교수는 한국의 근대사가 경제 발전이 민

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좋은 사례인 점을 재확인했고, 또한 원조 분배의 어려운 점에 관해서 한국의 경제원조정책이 지방정부 소유권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정영록 교수는 중국의 경제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대해 토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박태균 교수는 중국의 부상 및 일본의 

부진이란 다른 점이 있지만, 국외정치적 상황이 120년 전의 한국의 상태와 근본적으로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지난 120년의 한국 역사

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들의 유익한 토론에 이어, 토론회장의 열기를 한층 더한 것은 역시 질문을 던진 학생들이었다. KOICA를 지원하는 사기업들의 전망부

터 아베 정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에 관한 것까지, 다양한 질문과 교수들의 답변으로 토론회는 마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한 주요원인에 대해 논하는 김종섭 교수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부진이란 다른 점에 대해 논하는 박태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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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S 특별세미나: 2014년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치(Geo-politics)  
 

2014년 7월 15일 KIEP의 후원으로 “2014년 미국과 동아시아의 지

정학적 정치”라는 주제로 스페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미국과 동

북아시아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5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였다.  

 

▪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지향하는 쪽은 경쟁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협조적인 전략인지? 

전략상 불안 (Strategic anxiety)의 증가는 양국간의 협력을 오도할 

수도 있고, 논쟁이 많은 관계라는 결과로 취급되어 질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강경 정책을 취하

고 있다. 이런 정책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지배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 것이다. 중국이 강경해질수록,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시켜 일본의 자주국방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 시진핑의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방문한 것은 이 지역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의해 맺어진 한일동맹을 끊고 한국과 중국의 

동맹을 새로 맺으려고 한다. 일본은 북한에 거대한 원조를 지원하

면서 일본의 납치자들을 데려올 것이다. Manyin 교수는 이는 북한

이 일본을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일본은 결코 이 

일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국의 외교와 주변 국의 외교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가? 

신성호 교수는 시진핑의 방한이 명백한 결과를 가지고 오진 않았

지만, 매우 상징적이라고 하셨다.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첫 번째로, 중국이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연설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주

변 국가들에게 중국의 부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은 평화

를 지향한다고 전달했다. 두 번째로, 현재 한국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와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중국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큰 위기에 처해있지만, 

예전처럼 약소국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 한일관계에 대하여? 

현재 아베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과 역사적 관점을 동일하게 바라

보고 싶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다. 아베가 2018년 선거에 출

마하는 의사가 있는 이상 이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 중일관계에 대하여? 

Zhu 교수는 일본의 현 정책이 지속되는 한 양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Manyin 교수는 양국의 관계가 지금은 매

우 악화되어있으나, 11월달에 열릴 APEC 회의가 두 나라의 서먹

한 관계를 없애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현재 일본이 북한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이렇게 문

제아처럼 행동할 것인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북한의 정부는 탄압적이고, 숭배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느끼고 있

다. 북한은 결국 미국을 위협할만한 무기를 만들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만큼 국력을 강화할 것이고, 결국 일본과는 다른 국익

으로 인하여 충돌할 것이다.  

 

▪ 한국이 어떻게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한국의 외교는 다음 세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첫 번째

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이 나서서 한중일 연합을 만들어 함께 공

존하여 번창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한국은 화해에 더 집

중을 해야 한다. 합동기금을 만들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

는 것이 한국 외교의 주요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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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국제 개발 정책 세미나 : 포스트 

2015 개발 체제에서의 한국정부의 역할 
 

 

 

 

 

 

 

 

 

 

 

 

9월 23일, 국제대학원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인 임소진 박사가 진

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임 박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근무했고, 현재 수출입은행에서 민관 파트너십(PPP)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앞에서 두 시간 반 동안 임 박사는 

한국 정부가 UN 새천년 개발목표(MDG) 시대의 종말 그리고 UN

의 새로운 개발 프레임의 도입 즉 포스트 2015 개발 목표를 어떻

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했다. 

 

MDG는 UN과 세계은행, IMF, OECD 등 몇몇의 국제 기구들이 

2000년에 도입한 것이다. 이는 보건, 교육, 빈곤 혹은 개발 지속성

과 같은 폭넓은 범위의 개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8가지 목표이

며, 각 카테고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날짜가 정해져 있다. MDG

는 정부와 시민 사회가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기적, 조직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그러나 MDG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15년의 기간 후 각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임 박사가 설명했듯이, 전 과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순

위, 원조 실행 방법, 책임, 원조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수혜국가들

의 요구사항이 변해왔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주 패러다임은 사회에서 인간 개발로 옮겨갔다. 인권

이 강조되면서, 환경 지속성, 평화와 안보, 경제 사회 개발이 포스

트 2015 프레임의 주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평가되고 개정되었다. 원조 수혜국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어려

움을 평가하기 위해 UNDP의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국가별로 구

체적 목표들이 설정될 것이고 이는 지역적 동향에 기반을 둘 것이

다. 수혜국가들은 폐기물, 이산화탄소 감축, 성 평등, 투명성 제고

와 같은 목표를 부여 받게 될 것이다. 

 

임 박사는 원조 협력에 대한 자신의 개인 경험을 공유하며 강연을 

마쳤다. 비정부 원조 단체들의 협력 증가에 호의를 표시했으며, 정

부 관계 기관 내에서의 이슈들을 짚기도 했다. 향후 한국이 도전

해야 할 것은 국내 정치 이슈들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교부와 같은 정책 수립 기관 그리고 KOICA와 같은 원조 담당 

기관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제대학

원 학생들이 향후에 도전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글쓴이: Arthur LAU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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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S People 
 
 
 

신임 국제대학원 김종섭원장님과의 인터뷰 
 

 
 
 
▪중남미 경제라는 전공이 요즘 대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전공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엘살바도르에서 어린 시절

을 보냈기에 중남미는 제게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전공

을 정할 때, 지도교수님이 경제와 중남미를 함께 접목해보자는 

조언을 주셔서, 중남미지역이 특화된 시카고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란 교수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세계화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제대학원에서의 세계화라고 한다면, 한국학생들의 입장에서 여

러 지역의 현상들을 배우고 외국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세계관을 

키우는 것이 되겠죠. 국제대학원을 졸업할 때, 어느 한 지역이라도 

익숙해져,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그 과정이 

세계화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으로 온 우리외국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국제대학원에 와서 자기나라의 사례들과 한국의 경우

를 비교해보고, 한국을 이해하고 해외의 다른 사례를 적용하는 안

목을 키우는 것이 세계화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국제대학원의 학생들이 220-250명으로, 많은 재학생들이 있

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국제대학원이 제공하는 여러 기

회를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업만 듣고 가는 학

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를 해 

볼 수도 있고, 친분을 맺어 여러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정말 소

중한 일인데 말입니다. 여러 국가의 주제를 다루는 라운드테이블

도 한 한 학기에 2번정도는 참석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여러 학생

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고, 맛있는 점심거리도 제공받

게 되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단순

히 참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학생들이 외교부

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모의 유엔회의를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

아프리카 데이>를 열기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PPP forum에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원장님들과 다르게 가지고 계신 목표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학생들과 가까운 친근한 원장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대화를 많

이 나누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원장이 되고 싶습

니다. 이미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현, 발전되었지만 이를 더 

다양화시켜, 국제대학원을 키우는데 열심히 한몫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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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박영희 여사 감사행사 개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개인기부자로서 오랜 기간 서울대

학교에 거액의 기부를 해온 박영희여사(수학교육과 54년입

학)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감사행사는 지난 4월 29일(화) 11시 국제대학원 소천국제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영희여사와 오연천 총장, 임정

기 기획부총장, 문휘창 국제대학원 원장 등 서울대학교 교

수진 및 국제대학원 학생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소천 장

학생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비기업인으로서 20여년 간 서울대학교의 발전

과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해 온 박영희여사에게 서울대학

교 구성원들이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

련되었다. 행사는 국제대학원 이근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박영희 여사 소개 및 기부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박영희여사와 관련한 동영상상영 및 미술대학에서 제작한 공로패와 선물 증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제대학원 학생들의 다양

한 감사인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소천 장학생의 감사편지낭독, 해외의 소천 한국학센터장의 감사편지 영상까지 다양한 

감사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소천 박영희여사는 1958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하였으며, 용산문화원장, 용산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대학교에는 1986년 발전기금을 출연한 이후, 2000년 소천 교육연구재단을 설립, 한국학

의 진흥과 인재육성에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2006년 소천 국제회의실과 국제대학원강의실을 건립하였고, 2013년 소천한국학센

터를 건립하는 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영희여사는 행사에서, “앞으로 서울대학

교가 세계한국학 발전에 구심점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리더로 성장하기

를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

GSIS 신임 학생회장  

Adela Borowiak과의 인터뷰 

저는 Adela Borowiak 입니다. 한국나이

로 25살이고,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2013년부터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

을 전공하고 있고, 이번 학기가 3학기 

입니다. 제가 학생회의 새 회장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행사나 

다른 여러 정보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

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생회와 학생

들 사이의 소통이 잘 되도록 더 많은 학

생들이 학생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된 역할은 학

생회의 일을 체

계적으로 준비하

는 것과, 학생들

과 교수님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을 분배하는 것과, 학생들과 학생회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도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에서 계획한 가을 학기 

행사들은 오리엔테이션, MT, 스포츠데이, 

학기말 모임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

생회에서 GSIS 교수님들의 짧은 특별

강의를 마련하여 교수님들의 경험을 학

생들에게 공유하고, 학생들과 교수님 사

이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할로윈데이 때에도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주요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학교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학생회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입니다. 학생회의 주된 역할

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

록 돕고, 공부뿐만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

아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면한 문제들

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합

니다. GSIS에서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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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 합격한 한석진 선배와의 인터뷰

 

▪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 드립니다.  

합격소감 부탁 드립니다.  

아직은 첫발을 갓 뗀지라 이런 인터뷰

가 얼떨떨하네요. WFP 서울지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던 중에 합격 

확인직후,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

을 번쩍 들고 힘껏 흔들었어요. 지금

은 좀더 복잡한 심정입니다. JPO 프로

그램에 합격된 것이 영광스러우면서도 

정부와 국민의 세금으로 얻은 소중한 

기회이기에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

도 해요. 세계평화와 안보라는 유엔의 

가치를 엄격히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JPO 프로그램에 지원동기는 뭔가요?

입학하기 전 2년동안 저는 사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두 가지 이유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인류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전엔 부자를 

위해 일을 해왔었기에 소외 계층을 포

함한 인류전체를 위한 일을 찾고 싶었

습니다. 둘째, 유엔에서 일을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캄보

디아에서의 봉사활동 및 WFP에서의 

인턴생활은 제가 일을 시작한 이래 가

장 행복했던 나날들이었고, 거기서 

JPO시험 도전의 큰 동기를 부여 받았

습니다. 

▪ 국제대학원에서의 2년을 되돌아 봤

을 때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무

엇일까요? 

우선 좋은 가르침은 물론 학생들을 향

한 따뜻한 관심을 주신 교수님들과 좋

은 친구들 잊지 못할 거예요.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김태균교수님께선 학

업과 더불어 인생 멘토로서 많은 조언

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

니다.  

 

▪ 인생목표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WFP에서 일하고 싶어요. 현재 

가능한 직종과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

습니다. 제 인생목표로는 빈곤퇴치 및 

2015 개발 현안에 전공을 살려 어떠

한 방법으로든 한 몫을 하는 것입니

다. 또한 UN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은퇴 후에는 인생목표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

어요.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가르칠 기

회가 온다면 좋겠어요.  

 

▪ 선배님처럼 JPO를 준비하는 선배들

에게 조언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다른 직종들이 그렇듯이, JPO도 장단

점이 있어요. 그러기에, 준비에 앞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100% 서는지 꼭 

확신하여야 합니다. 제게 JPO는 몇 년 

의 긴 시간의 숙고를 거쳤고 제 꿈의 

직업입니다.  

 

▪ JPO 준비의 팁이 있을까요? 

 

국제대학원에서의 수업들이 우선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교수님들

은 제게 학문적이나 인성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기에 감사함을 느낍니

다. 또한 중요한 국제이슈들을 따로 

모으고 요점을 요약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필요할 때 마다 업데이트시

켰어요. 유엔활동들에 대한 뉴스에 항

상 귀 기울였어요. WFP서울지부에서의 

인턴활동 또한 제게 에세이와 인터뷰

에 도움이 된 경험과 지식을 주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왜 UN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숙

고를 끊임없이 했고, 이것은 인터뷰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더 궁금

한 사항이 있으면 제게 편하게 따로 

질문해주세요. 

 

▪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제가 인생 멘토의 자질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해 동안 JPO 

시험에 실패하고 합격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은 어떤 직업을 

택하든 뚜렷한 목적의식과 열정이 가

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면접 관들은 이를 높이 평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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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엔겔, 2014 가을학기 한국학 최우수 성적 졸업자 

 
한국학 학생들에게 국제대학원의 삶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선 대부분

의 학생들이 외국인들이라, 학업적으

로나 감성적으로 서로 의지하기에 가

족 같은 학업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학 교수님들은 

우리가 교실 내외적으로 잘 지내고 있

나, 보다 많은 신경을 써주십니다. 믿

음직한 친구들과 교수님 덕분에 어려

움이 있어도 항상 충분한 도움과 지원

을 곁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부끄

러워하지 마세요!’ 입니다.  많은 학생

들이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에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의 의사가 무시

되거나 비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토론을 통해

서만 우리는 배우고 성장 할 수 있습

니다. 시험 대비를 위해 많은 책을 읽

고 공부 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 토

의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

을 때, 장점이 된 것은 관심 있는 과

목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

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 학

생들은 수업과 논문이 모두 한국어입 
 

 
 
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울지 몰랐 

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후회를 

하는 날도 있었지만, 이제 졸업을 하 

게 되니, 한국학을 택하기로 한 제 결 

정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외국

어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이제껏 

저의 학업 경력에서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대사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 접목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

주화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는데, 한

국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면들, 또 이로 인해 

야기된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공부하는 

것은 한국의 사례를 따르려는 다른 국

가들에게 더 나은 지

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안을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현재 저는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내년 

봄 학기에 계속 여기

서 학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국어 시험

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좀 우습게 들

리겠지만,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기까

지 4번이나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논

문을 통과할 때보다 한국어 시험을 통

과할 때 더 행복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유롭게 친구들과 저녁에 치맥이나 

막걸리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 없이, 절대 이 학위를 무사히 통

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서툰 

한국어도 이해해주신 친절한 교수님들

과 제 논문을 읽고 많은 격려를 해준 

친구들 모두가 제겐 특별한 분들입니

다. 다시 한 번 매우 감사합니다. 그 

친절함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좌로부터 : 벤자민 학생 아버지, 박태균 교수, 벤자민 엔겔 학생, 어머니 

2014년 가을 학기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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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y Peng, 2014 가을학기 국제통상석사학위 최우수졸업자  
 

 

제게 서울대학교 국

제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은 인생의 전환점

이 될만한 경험이었

다고 생각합니다. 세

계 곳곳에서 온 학생

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가 마치 국제 사

회를 압축해놓은 것

과 같은 느낌이었어

요. 2년 반 간의 경험 

동안, 저는 제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전문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하고 통합된 가족 같은 구성원들과 만나 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같은 반 친구들과 스터디그룹

을 만드세요.’ 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혼자 공부하면 

좌절감이 들 때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 줄 사람도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설명해줄 사람도, 피곤할 때 격려해줄 사람도 

없지만 스터디그룹을 만들면 에너지와 지식 그리고 우정을 

한데 모아 서로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을 것입니

다. 

제가 국제 통상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항상 동북아시아 국

가들의 경제 관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역 

관련 주제들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무역 규정들, 무역 흐름, 수입/수출 패턴들, 무역의 비

용편익, 무역 환경 등이 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 첫 번째 몬테소리 초등학교

를 중국 본토에 설립하여 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

저 미국으로 가서 1년간 몬테소리 초등학교 수준의 트레이

닝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인데요, 이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

서 중국에서 초등학교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국제대학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2012

년 봄학기 MT였습니다. 그것은 제 국제대학원 생활의 시작

점이었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 친해지는 데 최고의 

행사였습니다. MT에서 저는 제 평생친구가 된 좋은 사람들

을 여럿 만났고 그 밤을 계기로 국제대학원이 크고 따뜻한 

글로벌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님이었던 안덕근 교수님과 이영섭 교수님께 

가장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일 때문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참을성과 배려를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의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

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아 감사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보여주신 관심에도 정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지도해주셔서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훗

날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신애, 2014 가을학기 지역학 최우수 

졸업자 

국제대학원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친구들과 덕망 높은 교수님들로부터 깊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무사히 졸업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막상 떠날 것을 생각하니 

서운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지난 여름에 캠

퍼스 아시아의 일원으로 도쿄대학교에서 공부 했던 경험입니

다. 보름 동안 일본 및 중국학생들과 지내면서 동아시아에 대

한,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바라

는 것은 본인이 정말 재미있어하는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것

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분야의 배움을 얻는 그 만

족감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과 복잡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국제관계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2년의 배

움을 통해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졌고, 일본학을 택하길 다시 한번 잘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일본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안보 현황이 변하는 원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논문 주제는 일본 안보에 관한 것

이지만, 이제 KIEP에서 일본 경제 분야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제 또한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

야이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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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희, 중국지역학 전공 우수 논문상 수상자

2014년 가을학기, 7명의 학생들이 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아시아, 아프리

카, 남미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의 논제

로 국제학 석사,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

다.  이 논문을 통하여 

중국의 권력과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

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의 개발도상국가들

에 대한 외교정책을 관

찰하여, 이를 기반으로 

여러 질문들에 대한 적

절한 대응책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주 중국어 집중과정을 수강 할 계획

입니다. 국제대학원 후배들에게,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논문을 잘 준비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논문 주

제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는 

것은 아이디어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길이

다”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최고의 교수진들과 2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 감사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군에서의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하루빨리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중국지역학

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중국의 소비패

턴을 조사한다면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

고 귀띔하여 주고 싶습니다.
 

허윤정, 국제통상 전공 우수 논문상 수상자 
 

저는 국제통상 전공 우수 논문상을 수상

한 학생으로 저의 석사논문제목은 『역동

적 관점에서 본 조직 학습에서의 학습 

역량발전에 관한 연구-흡수역량에서 결

합역량으로』입니다. 기업에서의 조직학

습이 성공적인 이노베이션의 핵심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기업의 

학습능력인 흡수역량 (Cohen and 
Levinthal, 1990; Zahra and George, 
2002)과 지식을 통합하는 결합역량 
(Kogut and Zander, 1992; Grant, 
1996)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흡수역

량과 결합역량의 개념들의 확장이 가져

온 공통적인 특성이 이 두 가지 학습역

량을 서로 연결 시킬 수 있다는 것과 이 

연결을 통해 두 개념을 결합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확장된 두 개념 사

이에 발생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하였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밝혀진 각각의 특성들이 기업 

내 학습의 전체 프로세스인 지식의 탐사

가 지식의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프

로세스를 설명해줄 수 있음을 주장합니

다. 

두 번째로, 각각 가진 공통점을 바탕으

로 연결한 모델이 조직이 지식을 다루는 

정도에 따라 학습역량이 어떻게 발전되

는지 보여 줄 수 있음을 주

장합니다. 이 연구는 

POSCO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와 조직의 

학습역량의 발전을 연결하

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 5단계모델
(Miller and Friesen; 1984)
을 바탕으로, POSCO의 창

립부터 현재까지를 각각 4

단계로 구분하였고, 학습역

량의 발전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세 가지 중요점에 

대하여 의의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학

습역량과 결합역량을 분석함으로써, 두 

역량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 점을 명확

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식 수용자의 관점에서 지식탐사에서 

활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

의 성장단계와 학습역량발전의 관계를 

추론하고, 각각의 기업 성장단계에서 가

지는 학습역량의 중요성에 관한 명제를 

이끌어 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박사공부를 해외에서 계

속하고자 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준

비를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2년동안 45학점을 수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해주

고 싶어요. 국제대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이 바쁘고 가끔 좌절감이 들 때도 있겠

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에 있어서 시야

를 넓히고, 많은 경험이 된다는 것을 말

해주고 싶어요. 국제대학원에서의 하루

하루를 경험하고 즐기라고 말해주고 싶

어요. 저의 논문 위하여 많은 충고를 해 

주신 문휘창 교수님, 임소현 강사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GSIS의 많은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곳의 많은 친구들이 동아시아의 경제

개발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개발이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

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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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연, 2014 가을학기 국제 통상 전공 우수 논문상 수상자  

무역관련 원조는 무역정책 

및 규범, 무역관련 인프라 

그리고 생산역량 강화 이

렇게 세 가지 세부분야로 

나눠집니다. 이 논문은 경

제통합이 무역관련 원조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수혜국이 공여국과 자유무

역협정을 맺었을 경우 더 

많은 무역관련원조를 받는

지 여부와 원조 공여국의 

입장에서 수혜국에게 무역

관련원조를 주는 결정 요인에 대한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무역관련원조의 효과성은 각 개발도상국의 경제통합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되었습니다. 회귀분석 결과

에 의하면, 무역관련원조는 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

으며, 또한 무역 정책 및 규제, 수용능력이 수출증진에 비

교적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더 높은 

경제통합수준과 더 많은 무역관련원조를 받는 수혜국이 더 

높은 수출성과를 가지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경제 통합이 

무역관련원조의 효과성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콜롬비아 사례분석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전에 UNIDO, KIEP와 201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청소년정상회의에서 한국대표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 앞

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는 이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과 후배들에게는, ‘후회 하기 전

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즐기기 바란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균형을 잘 잡

는 것이기에! 또한 앞으로는 무역 관련 원조 및 빈곤 감소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을 연구분야일 것을 귀띔해 주

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교수님이자 저의 멘토이신 안덕근 교수님

께 가장 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에게 국제 개

발 및 라틴 아메리카 등의 분야에 관해서 영감을 주신 자

문위원이셨던 김종섭 교수님과 위원회 부위원장이시던 이

영섭교수님, 논문에 대한 조언을 주신 이은석교수님께도 감

사를 표합니다.  

 

카밀로 아귀르 토리니, .2014년 가을학기, 한국학 최고 논문상 
 

저는 『칠레와 남북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칠레의 UNCURK

로부터의 철수』라는 논문으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학 

전공입니다. 
 
1949년 5월 27일, 칠레는 대한민국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한국전쟁을 계기

로 제5회 UN 총회에 유엔 한국의 통일과 재건을 위한 위원회

(UNCURK)가 설립되었고, 그 회원국으로 호주, 네덜란드, 필리

핀, 태국, 터키, 파키스탄 그리고 칠레가 포함되었습니다. 칠레는 

이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지만, 두 번이나 탈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제  논문은  칠레의 탈퇴가 UNCURK의 해체 결정에  

끼친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칠레가  한국으로부터 
 
지정학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과 중국 국교정상

화 이 후 칠레가 아시아지역 정세 변화에 끼친 영향이 결

코 미미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고자 구직활동 중입니다. 

또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데, 칠레와 한국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저는 후

배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불가능의  영어단어인 impossible도 ‘I’m possible’이라고 

말하고 있고, 공부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국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할지

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연구해보면 무언가 흥미

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전지식과 국제대학원 수업으로부터 배운 것

을  합해 보면, 분명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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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ostal Kwon 
ESSEC 복수학위 졸업생 

프랑스제약사 Sanofi 근무 

 
제 이름은 Yi-Nostal Kwon으로, 현재 

Sanofi라는 프랑스제약회사의 한국계

열사, 사업개발 전략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계로 프랑스 국적

을 가지고 있으며, ESSEC과 서울대를 

졸업한 후, 뉴욕의 UN본부에서 인턴

쉽을 했고, 마지막 인턴쉽은 한국의 

전략자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후 한

국계 프랑스기업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Sanofi에입사하

게되었습니다.  

복수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SSEC은 경영학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는 국제관계 등 전혀 

다른 분야의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뉴욕의 UN본부에서 인턴

쉽 기회 획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명성 있는 서울대학교의 학

위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직

업을 가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후배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법,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식을 얻는 다양

한 경험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그 

일년 동안 자신이 사회에 적응하는 법

을 빠른 속도로 잘 배우고 있다는 것

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영이나 실용적인 사례연구에 익숙한 

ESSEC 학생인 경우에는 국제대학원

의 수업이 약간 이론적이어서, 실용성

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

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제대학원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기업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일년에 두 개의 학위를 받는 것이 결

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 대학원의 

환대와 교직원 및 학생들의 도움이 절

실합니다.  ESSEC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관련기관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

이 될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꼭 전해 주고 싶은 말은, 

“ESSEC과 서울대학에서 학업을 즐겨

라! 그리고 자신이 진정 무엇을 추구

하는지 찾아라!”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ESSEC 이 지속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강화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élène Tabuteau, 
ESSEC 복수 학위 재학생  

   
 

저는 현재 ESSEC 복수학위생으로 국

제대학원 2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서

울대 국제대학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

는 프랑스와는 다른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학술적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공부하며 국제

적 이력을 가질 수 있는 점이 매력적

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미시 경제분야에 주로 집중된 ESSEC

에서의 수업들과는 달리 서울대 국제

대학원에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폭넓은 

개념과 이론에 대해 토론해볼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 국제이슈에 대한 관심

이 있다면, 이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

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도

상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

을 만날 수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서 공부 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

다.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을 경

험 할 수 있어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관련 연구와 이슈들에 

대해 많이 접하게 되면서 민간부문 이

외의 분야에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서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구 분야에 종사 할 생

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국제대학원의 

수업이 너무 이론적이고, 전문 분야에 

적용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국제학의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

에서 복수학위과정을 시작하자마자 관

련 공부를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얻는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될 수도 있

고, 논문 쓰는 일도 어렵습니다. 복수

학위는 정말로 몰두가 필요합니다.  

국제대학원 차원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복수 학위 과정을 시작 

한지 한달 만에 논문주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ESSEC 학생들이 GSIS에 

도착하기 전에 논문 쓰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

다. ESSEC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전

에, 보다 많은 정보를 주어 충분한 의

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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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al Valery 
ESSEC 복수 학위 졸업생   

 
2008년에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프랑스로 돌아가 전세계 10위권에 드는 모바일 게임 

회사인 『게임로프트』의 비디오 게임 제작자로 첫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게임 

디자인과 창작 팀 쪽으로 관심을 돌렸고, 2011년에는 Creative Director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회사 Oh BiBi를 설립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애플

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게임 하나를 등록했고, 후속 게임들을 제작하고 홍보하기 위해 400

만 달러를 투자 받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학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 

관련 지식도 더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는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시

장은 매우 크고, 특히 한국과 일본은 게임 제작 및 홍보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국제대학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게임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동기들과의 인맥까지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졸업생 인터뷰: 은종학 선배 
 
▪ 중국분야 교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전공이세요? 

박사학위는 칭화(Tsinghua)대에서 기술 경제 및 경영(경영학박사)으로 받았고, 주 연구분

야는 중국 국가 혁신 체제의 진화, 중국의 과학 기술, 중국 기업의 혁신 특성 등입니다. 요

컨대 제 전공은 Chinese studies와 Innovation studies입니다. 
 
▪ 요즘 중국의 부상을 빼놓고는 국제 이슈를 논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요, 교수님처럼 

중국 분야로 학자의 길을 걸으려는 후배들에게 해 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살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률적으로 얘기하긴 힘든데요. 후배

님들의 개인적인 상담은 환영합니다. 몇 마디 적자면, 우선 중국 현장과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국이란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자기만의 전문분야에서 중국의 

한 측면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 가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매우 크고 복잡해

져서 한 연구자가 그를 통째로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되, 다른 

분야 전문가와 중국이란 이란 소재를 두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제대학원에서의 2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후배들에게 '이것만

큼은 좋더라' 혹은 '이것 못 해봐서 후회되더라' 하는 조언이 있을

까요? 
 
좋았던 것이 많습니다. 후회는 특별히 없어요. 설립된 지 얼마 되

지 않았을 때의 특징이었는지 몰라도 위계적이지 않은 학과 분위

기 속에서 교수님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국제대학원 내 

다른 전공친구, 후배들과의 때로는 똘똘한 때로는 어리석은 토론

이 지적 성숙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혹은 인생  

멘토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혁신분야의 연구자로서 한가지 목표는 중국내의 혁신특성은 무엇

이며, 혁신이란 것이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비춰 한국의 혁신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멘토를 자임할 정도는 못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 그 

자체가 매우 큰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존중하며 그 안에

서 진정한 열정을 찾아 그에 맞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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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제현정 선배 

 
한국무역협회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국무역협회는 70,000여개 무역업계 회원 기업들을 위해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및 무역인

프라를 구축하는 무역진흥 서비스 기관입니다. 저는 현재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IT) 에서 WTO, FTA 등 통상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현재 발효 

중인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및 각종 통상 이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선배님처럼 협회나 공기업 쪽으로의 취직을 생각 하고 있는데요, 조언의 말씀 부

탁드려요.  

사기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업무가 문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글 문서 작성의 경우 국제대학원에서는 한글로 리포트를 작성할 기회가 많

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평소에 한글 논문 또는 보고서를 자주 접하고 직접 글을 써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논문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학   

우들과 함께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대학원에서의 2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후배들에게 '이것만큼

은 좋더라' 혹은 '이것 못해봐서 후회되더라' 같은 조언이 있을까

요?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많

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 경험이 없는 토종이라 

학부시절까지만 해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고 및 생활방식에 익

숙했는데, 국제대학원을 다니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도 커진 것 같습니다. 방학 때 한 달간 조지

타운 대학에서 여름 학기를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약간 

후회되는 점은 보다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교환학생을 해보지 못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원의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goal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혹은 인생 멘토 

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FTA 업무를 담당한 덕분에 통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2010 년부터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사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통상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 무역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들 걱정이 되겠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 ‘기회’라는 문이 꼭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몇 

문을 지나 지금도 또 다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GSIS Report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Global Leadership Program)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Global 

Leadership Program, 이하 GLP)은 지난 2014년 6월 19

일 제29기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29기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번 제29기에서는 모두 48명의 원우가 등록하여 48명의 

원우 전원이 수료하였다.  제29기 수료생 48명을 포함하여 

GLP는 1999년 11월에 출범하여 2014년 제29기까지 15년 

동안 운영되어오는 가운데 총 1,311명의 졸업원우를 배출하

였다. 

GLP는 글로벌 시대의 21세기형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최고경영

자과정이다. GLP의 교육과정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입체적 시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은 기능적 학문 분야와 국제

지역학 분야, 문화적 소양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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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경영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GLP의 강의는 21

세기 글로벌 경영환경과 리더십, 글로벌 경영전략 및 영업력 강화, 

글로벌 트렌드 점검과 마켓 창출 전략, 21세기 글로벌 한국의 전

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외 워크숍과 

친교활동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국제통상과 국제협력이라는 기능적 

학문 분야와 아시아, 미주, 유럽, 중남미 등 국제지역학이 함께 

연계된 전공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교수진을 갖추고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많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와 임원, 교육인, 정치인, 정부인사, 법조인, 언론인, 의사, 회계

사 등 사회 각 분야의 고위 관리자들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마련한 GLP 과정을 통해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 경제 환경에 효과

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P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glpceo.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기 GLP 강의실 전경                                      29기 GLP 산동성 대학 방문 
 

 

글로벌 협상&중재 프로그램 (The Global Negotiation & Mediation Program)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국제적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아이팩 국제 조정중

재센터(International IP ADR Center; IIPAC)와 협력하여 

글로벌 협상&중재 프로그램(GNMP)을 시작한다. IIPAC은 

서울에 위치한 ADR의 선도적인 국제적 기구로 협상과 중

재과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본 과정을 통해 전문

적인 자료와 지식을 제공한다. 

GNMP과정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협상과 중재 관련 기술과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ADR에 의한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에 ADR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협상&중재 프로그램(GMNP)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ADR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취득하게 하여 이에 따른 ADR 

전문가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국제 
 

 
 
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의 제

반 학문과 지적 재산 관리 방법론에 기반한 다양한 커리큘

럼으로 미래의 협상, 중재 전문가를 육성한다. 참가자들은 

조정과 중재에 있어 핵심적인 지식과 협상을 위한 전략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본 과정은 참가자들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을 

때는 국제 중재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정자/중재자 등록 자격 

심사요건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ADR 분야의 최고 전문

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등의 혜택들도 주어진다.  본 과정

은 특히 공직자, CEO와 변호사, 변리사를 포함하는 주요 

기업의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2014

년 9월 3일부터 시작되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1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

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 www.gnm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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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ASIA SUMMER SCHOOL 를 다녀와서  

 

2009년 이래로 일본의 유럽 연구소(The EU 

Studies Institute)와 한국의 서울대 국제대학원

의 EU 연구 센터는 Euro-Asia Sumer School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나는 2012년에 4기와 

이번 여름 진행된 6기에 참석하였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명강의들을 들을 수 있

었는데, 예를 들어 동경에서는 Eigi Ogawa 교

수가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했고 아시아개발 은행의 박재하 박사는 

공무원의 위치에서 바라본 아시아 위기에 대

한 해석 및 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들의 국가적 총력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매

우 유익했다. 또한 게이오 대학의 Kimura 

Fukunari 교수는 글로벌가치 사슬과 지역무역

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 깊은 강의를 하였고 서울대

의 이영섭 및 문우식교수는 동아시아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루벤에서도 여러 좋은 강의들이 진행되었고, 그 중 Pierre와 

Jean-Christophe Defraigne의 강의는 가장 시사하는 바가 

컸다. 경제학자이자 오랫동안 EU의 공무원으로 일한 Pierre 

Defraigne은 중국의 부상과 상대적으로 기우는 서구가 결국 

글로벌거버넌스의 기업혁신전략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Pierre Defraigne 의 아들인 Jean-Christophe 

Defraigne은 EU와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에 따르면, 미국의 지정학적 관심이 EU 통합과정에서 주

요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루벤과 동경의 주최자들은 일본은행, 국회, 외무성, 그리고 

브뤼셀에 있는 Sidley Austin Law LLP와 유럽 연합 집행 기

관 등, 주요 기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에 이어, 통찰력 있는 강의와 전문가들간의 공개 토론회

가 진행되었다. Sidley Austin의 변호사들은 최근 EU와 중국

간의 무역분쟁에 관한 유익한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는 두 

경제가 매우 상호의존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충돌이 불

가피한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Sidley Austin에서

의 워크샵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요 EU 연구소 대표들과 원

탁회의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EU 연합 집행 기관 

및 이사회와 EU 의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였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이해하기 쉽

게 대답하여 주었다.  

강의 외에도 모든 참가자들은 루벤과 동경에서 모두 한 팀

이 되어 하나의 주제에 관하여 발표를 준비해야 했다. 루벤

에서 우리 팀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세계 은행 등 여러 국제기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위해 교재뿐만 아니

라,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해야 했다. 제

한된 시간에 발표를 해야 했는데 KU Leuven 의 방대한 도

서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KU Leuven 측의 배려에 

감사했고 덕분에 발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2012년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면, 당시 갈등이 심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참석자들은 동아시아지역 통

합을 매우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친숙하게 논의

를 이끌어 나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학문적 실천이

라는 면에서 소중한 체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맥형성

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름학교 참가자들과는 아직도 

서로 소식을 주고 받으며, 동경과 서울에서 종종 모이고는 

한다. 동경 및 루벤에서 마지막 세션이 끝난 후 2년동안 정

치상황은 더 나빠졌어도 써머 스쿨에 참석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은 수업시간 외에도 터울 없이 한 팀으로 함께 일하

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중일 세 나라간의 적대감이 고조된 현시

점에서 이러한 인적 교류가 지속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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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2011 년 5 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국, 일본, 한국의 교육협력을 

발표하였고, 신세대의 리더를 교육시키기로 하고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경대학에서 국제관계 

전공 법학 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학 석사나 

동경대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학생이 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2012 년에는 북경대학과 동경대학에서 5 명의 서울대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수학하였던 반면, 12 명의 교환학생들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수학하였었다. 국제대학원은 동경대와 MOU 를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MOU 를 북경대와도 체결하는 중에 있다.  

2014 년 가을학기 캠퍼스 아시아 첫 필드 트립으로 학생들은 

제주도를 다녀왔다. 이번 학기에는 북경대에서 4 명, 동경대에서 

6 명, 국제대학원 서포터 4 명, 총 14 명의 학생들이 캠퍼스 아시아 

교류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Campus Asia students, field trip to Cheju Island 
 

 
 
 
 
 

 
 
KOICA  산업 시찰 
 

GSIS 에서는  KOICA 연수생 16 명과 국제개발정책학과 학생 3 명 

등 21 명의 인원이 팀을 이루어 한국의 주요 공업 도시들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항시를 방문하여 한국의 산업 발전 

정도를 살펴보고자  2014 년 6 월 18 일부터 20 일까지 2 박 3 일 

동안 부산, 울산 현대 자동차, 울산 현대 중공업, 포항 포스코 

등을 산업 시찰하였다. 주로  Africa 와 남미의 16 개국에서 온 

KOICA 연수생들과 산업시찰 전문 가이드를 동반한 이번 산업 

시찰에서 연수생들은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Tanzania, Egypt, 

Palestine, Ghana (2 명), Mozambique, Honduras, Solomon Islands, 

Rwanda, Mongol, Congo, Nepal, Sri-Lanka 2 명, Uganda, Cambodia, 

Guatemala, Dominica 등의 국가에서 학생들이 KOICA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KOICA students at Busan Aquarium 

 

 
KOICA students at Hyundai Heavy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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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students at Haedong Yongoong Temple  

KOICA students at Hyundai Motors 
 

 

 
KOICA students at POSCO 
 
 

김재석 방문교수 인터뷰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신 김재석교수님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인류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다.  2013

년 가을학기부터 1년 동안 국

제대학원에서 수업을 해 주신 

김재석 교수님을 만나 뵈었다. 

  

▪ 지난 1년동안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강

의를 해주셨는데요, 1년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강의

를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수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해본 수업이라,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습니다. 별로 아쉬운 점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활

발하게 자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간단하게 교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석사를 인류학을 전공하고 하버 

KOICA students at Dongbaek Island 

 

 

 

드대학에서 석박사로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서울대

학교에서 1년동안 교환교수로 와있고, 올 8월 (2014년)에 

다시 미국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 으로 돌아갈 예

정입니다. 인류학 전공은 현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은 7

년정도가 걸리는데 저는 8년이나 걸렸어요.  

 

▪ 인류학이라는 전공은 어떤 전공인가요? 

제가 인류학을 선택한 이유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오래 걸리는 연구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지요.  인류학 전공은 사람이 망가져야 합니다.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에서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야 하죠. 나한테 익숙해진 생

활 수준과 생활 환경이 있는데,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하니

까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랑 가까

워 져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왜 중국을 선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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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러다 보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따라

가게 되었지요. 그 당시가 개혁개방 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현지 조사를 2002년 칭다오에서 했습니다.   
 

▪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아시나요? 

일본을 따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공부를 할 때 일본

과 한국을 모르면 안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세계화와 세계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알아야 하니까 일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 언어적인 문제 

일본어는 아주 조금, 중국어는 먹고 살아야 할만큼 합니다.  

통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가 안되거

든요. 녹음도 안 합니다. 녹음을 하면 현지인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긴장하기 때문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만 

하고 그날 밤에 정리를 하지요. 북경에서 이주 노동자들하

고 인터뷰 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직접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얘

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함께 생활을 해야 그 사람들의 

삶도 보고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 미국에서 교수 생활과 한국에서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99년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교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자기표현력이 뛰

어납니다. 제 생각엔 문화적인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

양학생들은 대부분 토론문화 속에서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더 활발하죠. 그에 비해 동양 학생은 미국에서 오래 산 학

생들이어도, 서양 학생들보다 발표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는 언어적인 것보다는 가정 교육의 차이와 가족 분위기

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학생과 교수의 관

계가 한국보다는 평등한 면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한국말

에는 존댓말이 있지만, 영어에는 없지요.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에서 학생들과 교수와의 거리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

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도 서로 교감이 잘되기 때문이죠. 

미국보다 한국에서 수업하는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

다. 개인적으로 즐거웠어요.  
 
▪ 미국 교수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중국’에 관련된 수업과 ‘동아시아’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서양사람

들에게는 더 어려워서인지,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 수업을 

하면 동양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동아시아

라는 과목이 약간 부담이 있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서 중국수업에는 중국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동아시아 수

업에는 한중일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미국학생

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국에 가시게 된 계기? 

한국에서 석사 할 때, 외국 논문이 많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조사한 논문만 많았지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연구비 지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 하버드에 합격

해서 하버드의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게 되었지요. 
 
▪ 많은 GSIS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 주세요.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가고 싶은 대학과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그 학교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있는지를 찾아

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서를 내기 전해부터 교수와 이

메일을 주고 받으며 스스로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전공을?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인류학을 하려면 역사

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통계와는 많이 다르죠.  그 

시점의 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해요.  기

본적으로 인류학은 오래 걸리는 학문이예요. 
 
▪ 미국에서 교수 되는 조건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박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논문을 고려하는데 비해, 미국은 특히 인문사회학은, 

책을 중시합니다.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교수직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논문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출판사에서 출판

한 책이 없으면 교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기 학생들은 흥미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

이 있고, 개개인이 총명하니까, 노력을 하면 무엇이던지 이

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해요. 사람마

다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다르듯, 자기의 가치관에 맞게 선택

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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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활동  
 

김태균 교수의 “Learning 

through Localizing 

International Transfers: South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논문이 

Ilcheong Yi and Thandika 

Mkandawire (eds.), Learning 

from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uccess: 

Effective Developmental 

Cooperation and Synergistic Institutions and Policies (Basing 

Stoke: Palgrave Macmillan, 2014)의 북챕터로, “지역화와 개

발오너십: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통해 살펴본 국제원조 이전

“ 논문이 이일청 외 시너지: 효과적 개발협력과 한국적 개

발 모델의 조건, 제도, 정책 (서울: 이매진, 2014)의 북챕터로 

출판되었다.  

 

“미디어 이용자의 대북 인식과 관점” (공저) 논문은 『통일정

책연구』 제23권 1호 (2014년 봄호)에 게재되었다. 또한 

2014년 4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1차 High-

level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의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세션에서 지정토론과 다른 side event에서 발

표하였다. 동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Institute for 

Peace & Democracy (IPD)와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공동주최한 Rising Democracies 

Network에 참가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과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동년 6월 한국사회학대회에서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The Prospect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South-South Cooperation”, 7월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PSA)의 RC18에서 

“Accountability Reconsidered: An Institutional Platform for 

Development Partnerships”를 발표하고, 8월 한국국제정치학 

하계학술대회에서 “Institutionalizing Isomorphic 

Convergences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rmative or Mimetic?”을 발표하였다. 

         

문휘창 교수와 임소현의 “Re-

interpreting Ownership 

Advantages and Re-

categorizing Investment 

Motivation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mbalance 

Theory”이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의 Vol. 21, No. 1 (2014)에 게

재되었다. 문휘창 교수와 박지민이 쓴 “해외직접투자의 경

제적 효과: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

은 한국경영학회의 Korea Business Review Vol. 18, No. 3 

(2014년 8월)에 게재되었다. 문휘창 교수와 Yeon W. LEE가 

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ter Drucker, Michael 

and Beyond,”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조와 혁

신), Vol. 7, No.2 (2014)의 45-74 쪽에 게재되었다.  문휘창 

교수, 허영균, Wenyan YIN, Clive HELM등이 함께 쓴, 

“Extending Porter's generic strategies: from three to eight” 

논문은 SSCI 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의 Vol. 8, No.2에 게재되었다. 

 

조영남 교수의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Law: China’s Rule of Law 

Policy as Political Reform” 논

문이 JIAS, Vol. 21, No.1 (June 

2014)에 게재되었고, “China’s 

Diplomatic Challenges and 

Prospect in the Xi Jinping Era” 

(한글명: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적 과제와 전망”)논문이 Strategy 21, Vol. 17, No. 1 

(Summer 2014)에 게재되었다. 
 

 

안덕근 교수의 “Systemic 

Issues for the Post MC-9 WTO 

System” 논문이 SSCI 학술지

인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9, No.2 (September 

2014)에 게재되었다.  
 

 

.  

김태균 교수 

조영남 교수

안덕근 교수

문휘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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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신간 
 

『세계를 제패한 경영최강』 

김현철ㆍ서방계ㆍ노나카 이쿠

지로 지음 / 머니플러스  

머니 플러스에서 7월에 출간된 

이 책은 히토츠바시 대학의 노

나카교수와 킨기 대학의 서방

계 교수와 김현철 교수가 함께 

출간한 책으로 한국과 중국, 일

본 토일류 기업들을 비교분석

하여 아시아적 경영모델을 제

시한 책이다.    

 

『일본 편의점』 

2014년 5월 31일에 발간 된 

『일본 편의점』은 제이엠씨에

서 출간한 김현철 교수의 저

서로, 일본 편의점의 역사, 일

본 편의점 1등 기업인 일본 

세븐 일레븐의 성공이유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3

월 11일의 동북 대지진 때 도

로가 끊기고 관공서조차도 초

토화된 상태에서 편의점이 어

떻게 물과 음식, 생필품을 공

급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 대지진 초기의 라이프라인으로

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이 책

에서 일본 편의점 중 가장 큰 세븐일레븐이 어떻게 2001년 

일본의 소매기업 넘버원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

수 겸 일본연구소장인 박철

희 교수는 『일본 민주당 정

권의 성공과 실패』를 집필

했다.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일본의 민

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거시적, 실증적으로 조망하

고 있다. 전반부는 민주당정

권의 국내 정치적 역학을 

분석한다. 정당 간 경쟁 공

간에서 민주당의 정책측 이

행은 야당, 특히 자민당과의 역학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 

등을 다루며, 후반부는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를 다

루고 있다.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하려던 노력이 왜 좌절

되었는가, 중일관계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일관계는 

왜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전환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재단에서 발간한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는 국내의 

저명한 일본 전문가들로 구

성된 연구진이 참여한 결과

물로서, 대내외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현재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 및 정

책 방향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

고, 이것이 동아시아 맥락에

서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

안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정책적 사고의 방향을 함께 제시한 

책이다.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

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

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아

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러한 기존 체제 및 

법 제도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관

련된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속적 발

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

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집단 Think Tank의 형성을 중

•장기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

의 일환으로서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의 연구진들은 진안진

에서 출간 된 안덕근 교수의 이 책을 통해 기존 연구성과

를 재점검하고 보다 널리 활용하는 한편, 후속 연구 계획과 

내용을 새롭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이정

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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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을학기 장학금 수여자 
Type Recipients  

김재익  

민계식 Guillaume Gabriel Darier,  

Mathew Skidmore, Ina Kim,   

Hushin Farah Nur Ain  

소천 김민주, 김규리, 한아람, 강의선 

신양 이단단 

IDB Fernando Rul Arredondo, Rommel Eduardo 

Vargas Pimentel 

GLP 조비연, 김보경, 박유미, 안수지, 이나영,  

박세은, 유상희, 김경민, 박시연 

KOGAS Dian Novikrisna 

POSCO  Jiajia Liu, Erdenetsogt Undral, Tsatsral 

Batchuluun, Muhammad David, Zou 

Yi,Nguyen, 배홍유, 정가현, 즈벡, 안사영, 

황벽인, 신나탈리아  

KOICA Annisaa Adlilah Ciannas, Batzorigt Uyanga, 

Deogratius Issac Mwanyasi, Dinara Askarova, 

Hamid Abdulhai Formuli, Juang Akbar, 

Nafiu Shehu Abubakar, Sadiqullah Tahirzai, 

Tsilavo  Maherizo Randrianjafy,  Vann Piseth,

Pamelatina Pallangyo, Shireen Youssef, 

Samer Shtayyeh, Eric Amankwah, 

Joao Cossa, Cindy Gradiz, 

Mary Ramosaea, Chris Ngugabe, 

Nyamsuvd Batmaganai, Jean Njangu, 

Govinda Ghimire,  Sandya Mahagedara, 

Solomon Winyi, Meakphallen Tim, Bismark 

Anyanah, Eduardo Cordon 

 

 

 

 

 

 

 

 

2014 GSIS 캘린더 
date events 

Oct. 15, 2014 The 7th Int. Development Forum 

Introduction of ADB’s Project Cycle: From 

Identification  

Prof. Yasushi Hirosato, Sophia University, 

Japan  

Oct. 13, 2014 Distinguished Lecture :  Culture Diplomacy 

Viewing through Pssed Bill on ‘East Sea’ 

Name in the Global Era 

Mr. Hong, Ilsong    Prof. Seo, Byungduk  

Oct 8, 2014 European Integration - The role of the Legal 

Service of the European Commission  

- Michel van Beek 

  Member of the Legal Service European 

Commission 

Oct. 2, 2014 The 1st SNU Global PPP Forum  

Oct. 1, 2014  The Project Cycle of ODA and the Role of 

Expert : Focusing on OICA's Activities  

- Prof. Chang, Hyun-Sik 

 Visiting Porfessor a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NU 

 Former Vice President of KOICA 

Sep 23, 2014 13th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Seminar: How Korean Government Work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 Sojin Lim  

July 25, 2014 Special Lecture : ‘Present and Prospect of 

Future Korea and Japanese Relationship-

from Tokyo perspective’ 

Tokyo Governor, Masuzoe Yoichi 

July 15, 2014 U.S. and Northeast Asian Geo-Politics in 

2014 

GSIS Professors 

June 2, 2014 Dialogue on the U.S. Foreign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 Dr. Robert Sutter 

  Professor, Practice of Int’l Affairs, 

  The Elliott School of Int’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y 15, 2014 Special Lecture :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mb. Roberto Azev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