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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 준공식 및 심포지엄 

문휘창 국제대학원장과 소천 박영희 여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 준공식이 지난 3월  
27일 4층 국제회의실에서 교내외 귀빈 1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제관은 건축연면적 1,400㎡의 
건물로서 50명을 수용 가능한 2개의 세미나실, 10개
의 교수 연구실, 화상회의가 가능한 74석의 국제회의
실이 들어섰다. 준공식 직후에는 "글로벌 변혁기와 
한국의 미래"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국제
대학원은 새롭게 증축된 국제관을 글로벌 시대에 부
응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상호교류 및 소통의 장
으로 활용하여 서울대학교의 국제화를 위해 더욱 노
력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학위수여식 
국제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 소천국제회의실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55명 (국제학 
과 36명, 국제개발정책학과 19명)이 국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모두 본국으로 돌아간 국제개발 
정책학과  학생들을  대표하여  필리핀에서  미셸 
학생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문휘창 원장은 졸업식사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문화/민족 등에 대해 
배움의 자세로 임하는 국제적 사고방식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작은 것부터 나누고 기부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학위 

소천 박영희 여사 한국학센터 건립을 위해 1억원 쾌척 

소천 박영희 여사는 소천한국학센터 건립 및 국제대
학원 학술·연구기금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또다시 1
억원을 쾌척하였다. 그녀가 지난 30여 년간 서울대학
교에 기부한 금액은 무려 16억원에 이른다. 소천국제
회의동 2층에 마련될 소천한국학센터는 올 상반기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한국전통가옥을 본떠 건립될 
예정이다. 국제대학원은 학위수여식 중 소천 박영희 
여사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 날 감사패 수여식은 몇 차례에 걸친 소천 여사의 
정중한 거절 끝에 이루어진 행사였기에 더 의미가 있
었다. 그녀는 이런 것을 받으려고 기부한  것이  아니 

수여식은 학생회가 준비한 학생들의 추억이 담긴 동영상과 소천 박영희 여사의 동영상이 
상영되어 감동을 주었다. 졸업생을 대표하여 조비연 졸업생('11 국제협력)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인간적인 배려를 보여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위수여식에 참가한 국제대학원 학생들에게 “훌륭한 학
생들이 어려운 공부를 끝낸 만큼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
의 말을 남겼다. 소천 여사의 감사패 수여식은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될 졸업생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
간이었다. 



 
 
 
 
 
 
 
 
 
 
 
 
오연천 총장은 축사에서 국제적인 학문 발전
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국제대학원
의 공로를 높이 샀다. 준공식 직후 '글로벌 변
혁기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례 심포지
엄이 열렸다. 두 세션으로 나누어 개최된 심
포지엄에서는 세계 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의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과제' 라
는 주제로 문휘창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 이 근 교수는 “사실상의 핵
국가로 자리매김한 북한으로 인해 현재 한반
도의 정세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 
며 “확실성을 높이는 방법은 오로지 신뢰구
축” 이라고 논하였다. 이 교수는, 단 박근혜 
정권의 신뢰 외교는 강압성이 아닌 상호작용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서 
박철희 교수는 “독도,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국은 보다 강한 도덕적 확
신을 가지되 극단적 감정에 근거한 극단적 확

신은 배제하여 보다 실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영남 교수는 북한의 3
차 핵실험 후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 교수는, “중국의 공식 
대북정책 – 즉, 핵실험 반대, 제재보다는 외
교선호,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양자간 문제
라는 인식 등 – 은 미중, 한미, 북중 관계에 대
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한 바뀌지 않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뒤이어 박태균 교수
는 한반도의 휴전 체제에 대해 논하며 “남측
은 현재의 휴전 체제를 무효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평화협
정 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
로 신성호 교수는 한미원자력협정, 전시작전
통제권환수, 북핵위기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의 당면 과제에 대해 논했다. 발제가 끝난 후 
각국 대사 및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번째 세션
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과제' 라는 주
제 하에 국제개발협력, 국제무역, 사회·문화
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종섭 교수는 “한국식 정부개
발원조(ODA)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는 원조 수혜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어서 김태균 교
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분열된 구조에 대해 
논하며 원조국간의 정책조율 부족에 대해 평
가했다. 이에 대해 서장원 교수는 “현재 정
부개발원조의 양과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원
조 기부국간에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안덕
근 교수는 세계무역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논하였다. 안 교수는 “현재 주요무역국간에
는 FTA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
이 활발한 양자간 무역체제하에서 무역자유
화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전될 것”이라
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패트릭 메슬랭 시앙
스포 교수(현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양자간 FTA는 비록 최선책
은 아닐지라도 무난한 차선책”이라며 “한
국은 현 양자간 무역체제하의 독보적인 선구
주자”라고 평가했다. 뒤이어 은기수 교수는 
한중일 간의 사회적 거리를 측정한 연구를 통
해 타국에 대한 열린자세 및 관용의 정도는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끝으로 정종호 교수는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교수는 한국과 세계간의 교류에 초점을 맞
추어 각각 사람, 이미지와 정보, 관념과 담론
의 초국가적 이동 및 상호작용에 대해 논하였
다.      
세션 종료 후 문휘창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국제관 준공식 및 첫번째 국제대학원 연례심
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만족감을 표
했다. 문 원장은 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안 및 
시각을 아우르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논제의 질적 측면 뿐만 아니라 양적 측면 
또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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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회 

변화하는 세계 무역 환경과  
한국의 대응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역 경제 통합의 과정에서 한국은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대학원은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前 국제대학원장)을 초청하여 세계 
무역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최근 무역 정책의 흐름에 대하여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 11월 12일 
소천국제회의실에는 약 150명의 교수 및 
학생들이 강연을 경청하였다.  
박태호 본부장은 먼저 현재의 세계 무역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2009년 심각한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었고 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최근 몇 년간 
제제를 받는 무역량이 늘어났다. 지역주의의 
확산도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이다. 양자간 
FTA은 11개의 참가국으로 이루어진 '환태평 
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이나 아세안+6 
국가들로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 더 큰 
지역무역협정 (RTAs)으로  통합되고  있다 .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 
지금은 3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중국, 브라질, 
인 도  등 의  신 흥 시 장 이  목 소리 를  내 기 
시작하며 WTO DDA 협정은 거의 발전하지 
않은  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 물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시도는 늘어났고 환경재에 대한 
관 세 를  줄 이 기  위 한  협 정 이  APEC 
회원국들에  의해  맺어졌다 . WTO에서는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어 무역 촉진이나 
거래비용을  10%까지  줄이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다가올 도전 과제들은 보호주의 
저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있을 9번째 Bali MC 
까지  도하라운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DDA가 힘들어질 것이므로 향후 2-3개월이 
중요하다. 또한 TPP와 RCEP가 경쟁구도로 
갈 것인지 상호 보완적이게 될 것인지, 즉 이 
둘이 배타적인지 포괄적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신흥 보호주의 문제에 
착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박태호 본부장은 한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1990년대 초까지는 
한국은 GATT의 다자무역 시스템에 의존했다. 
1993년 NAFTA가 체결되고 RTA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FTA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커졌다. 한국의 주된 목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투자자들과 기술을 끌어들 
이는 것이었다. 한국은 2003년 처음으로 FTA 
로드맵을  그리면서  선진국 , 신흥경제국 
그리고 자원국들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였다. 
그때부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각 국과 
FTA를 맺기 시작했다. 현재 유효한 FTA는 
8개(미국, 유럽연합, 아세안 등)이며 터키 및 

콜롬비아는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 
5월부터  협상  중에  있는  한 -중  협정을 
포함하여 7개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일과 
한중일  FTA와  RCEP를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 지 막 으 로  박 태 호  본 부 장 은  아 시 아 -
태평양의 경제 통합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2012년  5월  2일  한국은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13일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각 
국 대표들은 2012년 안에 삼자 FT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아세안과 
6개의 FTA 파트너들(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은 11월에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RCEP를 향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은 TPP 협상과 평행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RCEP, TPP 그리고 EU로 이루어지는 
세 개의 주요 경제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RCEP와 TPP가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둘이 통합되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APEC) 의  최종 
목표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통합 
과정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RTA를 이룸으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또 
중국과 쌍무 FTA를 맺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수많은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FTA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는 외국 기업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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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정책 워크샵 

후쿠시마 이후의 핵정책 :  
프랑스, 일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프랭크 본 히펠    프린스턴대학 교수 

마사후미 타쿠보  핵정책 연구원 

마이클 슈나이더  핵에너지 고문 위원 

 
프랭크 본 히펠, 마이클 슈나이더, 마사후미 
타쿠보 등 세계적인 핵정책 전문가들을 모시
고 지난 10월 25일 GL-Room에서 핵정책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한국은 핵에너지 의존
도가 높으며 핵폐기물 처리 및 미국과의 에
너지 협상 등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날 워크샵은 각 발표자가 
해당 분야에서의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의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랭크 본 히펠 교수는 핵에너지의 재처리가 
흔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
니라 신뢰성이 낮다고 하였다. 그는 후쿠시
마의 안전성을 예로 들며 이 문제에 대한 대
안을 제시했다. 요컨대 미국의 건식 저장 시
스템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처리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마사후미 타쿠보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재처 
 
 

 
 
 
 
 
 
 
 
 
 
 
 
리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하였
다. 시설 수준에서는 롯카쇼(Rokkasho) 재
처리공장이 거의 완성되었다. 저장면에서  
볼 때 일본은 저장보다는 재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 규모는 크
지않다. 결과적으로 재처리 시설의 운영은 
경제적으로 난점이 될 뿐이다.  
마이클 슈나이더 고문 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AREVA 기업의 핵연료주기에 대해 언급하며 
 
 
 
 
 
 
 
 
 
 

 
 
 
 
 
 
 
 
 
 
 
 
처리면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프랑스의 재처리 시설
이 다른 많은 나라들의 요구에 맞게 건설되
었으며 프랑스는 현재 연료 재처리를 계속하
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로 AREVA 혹은 EDF 
재처리 시설에 의해 생산된 연료는 경제성이 
낮고 손실을 야기할 뿐이다. 이 날 워크샵에
서 연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핵 안보
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별강연회 

후속세대를 위한 녹색성장 
 
라스 라스무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 
前 덴마크 총리 (2009-2011) 
덴마크 자유당 총재 
 

“미래의 경제개발은 녹색성장을 통해 이루
어질 것입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 라스 라
스무센은 2012년 10월 22일 “후속세대를 
위한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한국의 주
도로 설립되어 최근 국제기구로 전환한 연구
소이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의장
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지구온난화가 홍수나 가뭄 등 
심각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라고 진단한다. 탄소 집약적인 개발에서 벗
어나야 할 때인 것이다. 라스무센 의장은 이
러한 상황이 야기하는 현실적 딜레마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날, 지구 한편으로는 지속가
능한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
에서는 가난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라스무센 의장은 이 두 측면을 결합하는 것
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목표라고 설명
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강조하며 흔히‘녹색성
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라스
무센 의장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친환
경적인 정책 도입을 위한 지침과 기술, 그리
고 자금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
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
기했다. 그는 새로이 설립된 녹색기후기금과
의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많은 국가들을 포
함한 기관들,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자
체적인 연구 플랫폼 안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가능성과 실행을 연구해왔다. 라스무센 의장
은 연구소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의 예로 코펜
하겐에서 열리는 연례 글로벌녹색성장포럼
을 들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글로벌
녹색성장포럼과 함께 민간/공공 부문에서 의
사결정자들과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데 힘쓰
고 있다.  
라스무센 의장은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인 
정책들은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닌 튼튼
한 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환경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음 세대의 의사결정자들이 될 젊은이들이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메시
지를 끝으로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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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회 

21세기 안보 도전:  
협력안보에서의 NATO의 역할 
 
더크 브렝겔만   
NATO 정무·안보정책담당 사무차장보 
 
NATO의 변호사로서 브렝겔만 사무차장보
는 여러 가지 국제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NATO 회원들의 협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
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14일 GL-Room
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그는 한국과 NATO가 
글로벌 문제들에 대해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브렝겔만 사무차장보는 모든 나라들이 이슈
나 국경에 관계없이 협력하는 모습과 변화하
는 협력 안보 관계의 역학관계에 대해 설명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민주주의와 진
보적 가치로 연결된 26개의 유럽 국가들 및 
미국과 캐나다를 한 데 모으고 서로 협력관
계를 형성하는 NATO의 독특성을 말했다. 
이렇게 강력한 안보 보장 약속은 NATO가 
동지성에 기반을 둔 강한 원칙과 가치를 갖
고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브렝겔
만 사무차장보는 말했다. 그는 NATO가 어
떻게 보스니아, 리비아, 아프리카 등을 둘러
싸고 러시아, 미국, 인도 및  한국과  같은 다 

 
 
 
 
 
 
 
 
 
 
 
 
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여 행동 영
역을 넓히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
막으로 그는 NATO는 여러 국제 정사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에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활
발한 논의를 펼쳤다. 처음 질문한 학생은 사
이버 안보와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NATO
의 대응에 대해 질문하였다. 브렝겔만 사무
차장보는 유럽에서의 많은 센터들과 단체들
의 설립으로 사이버 안보를 다루는 NATO의 
능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
음으로  한  독일  학생이  시리아에  대한 
NATO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학생
은 NATO가 리비아에 그랬듯이 시리아 문제
에도 개입을 해야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브렝겔만 사무차장보는 NATO의 시

리아 개입에 대해 많은 질문을 들었다고 밝
히며 이 두 문제의 명확한 차이점을 설명하
였다. 그는 NATO가 리비아에 개입한 것은 
아랍연맹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세우기를 요
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에서는 어떠한 요구도 없었고 UN에서의 임
무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이집트, 미
국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질문
이 이어졌다. 브렝겔만 사무차장보의 친절한 
답변으로 학생들은 NATO의 세계 정사의 확
장적인 개입에 대해 선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브렝겔만 사무차장보의 강연은 
NATO의 미래 전망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전해주었다. 특히 브렝겔만 대사는 NATO의 
안보 협력 시스템 영역을 더욱 넓힐 계획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NATO의 이러
한 계획에 있어 회원국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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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제개발정책학과 학생들과 함께 

국제개발정책세미나 

인권, 인권에 기초한 개발과  
세계적 인권수호자들 
 

박경서 前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국제개발정책세미나의 일환으로, 박경서 전 
UN인권대사를 초청하여 지난 3월 14일 소
천국제회의실에서는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인권과 인권에 기초한 개발 및 세계적인 인
권수호자들에 대한 주제 아래 박경서 대사
는 우리가 인권과 인권에 기초한 개발에 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다
방면적, 그리고 다중행위자적 접근이 필요
하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먼저 그는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개
념을 설명하였다. 인권이란 인간 삶의 질 그 
자체이며 인권과 경제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인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
간의 삶의 질과 양에 따라 촉진되고 영역이 
넓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
하다. 또한 박 대사는 국제 공통체가 인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책임
이 크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갖
고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인권유
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
조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유엔 기구 
 

 
 
 
 
 
 
 
 
 
 
 
 
들에 가입하여 하나하나 둘러보는 것을 권
장하였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
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에 대해 이야기하
며 이러한 사례들이 세간의 이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대사는 인권대사 재임 당시 마
주했던 사례들을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수호자들과 그들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전시에 상병자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적십자의 창립자 장 앙리 
뒤낭, 노벨재단을 창립한 알프레드 노벨, 비
폭력 평화 운동을 지지하는 아웅산 수지 여
사, 방글라데시의 빈곤 퇴치를 위해 힘쓰는 
무하마드 유누스,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활
동한 평화 활동가 호세 라모스 오르타, 인종 
차별의 반대를 주장한 데스몬드 투투 신부,  
 

 
 
 
 
 
 
 
 
 
 
 
 
 
원주민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리
고베르타 멘추, 독일 통일 당시의 리차드 본 
바이츠제커 및 이란의 민주화와 여성 인권 
활동가 시린 에바디 등 다양한 인권수호자
들이 소개되었다. 
강연이 끝난 후 국제대학원 학생들뿐 아니
라 서울대 및 타 학교의 학생들과 박 대사 
사이에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국제개발정책학과의 나이지리아의 폴라한
미 학생은 개발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 옹호
자로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청년들과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박 
대사는 청년들이 사회적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네스코에서 주
최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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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아‘13 미주지역    국적: 볼리비아                                ⊙ 라파엘 쿤츠 ‘13 국제협력    국적: 스위스 

⊙ 미셸 알바레스  ‘12 국제개발정책학과    국적: 필리핀        ⊙ 인찬욱  ‘일본지역    국적: 한국 
 

  
 

국제대학원에서의 2년은 제게 세상
을 보는 눈을 넓히고 스스로의 부족
함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교수님들과 동료들께서 주신 수많
은 깨우침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 남부경찰서의 수사
과 경제팀의 조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돌아가서도 국제
대학원에서의 2년간의 배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서울대 졸업생은 많았지만, 국
제개발정책학과로 국제대학원을 졸업하는 
최초의 필리핀 여성이 되어 기쁩니다. 개발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던 2011년에 KOICA 
장학생으로 뽑혀 입학하게 된 국제대학원은 
제 경력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과 동기들에게서 얻은 가르침들은 개발에 대
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현재 저
는 필리핀 여성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대학원 졸업을 통해 개발분야에 공
헌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연세대
에 교환학생(2011.9-2012.6)을 왔었
습니다. 이후 평화통일을 연구하는 
독일의 씽크탱크인 Friedrich Ebert 
Foundation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NGO와 함께 북한을 방
문할 기회를 가지면서 한국에 더 많
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제학 석사를 하고자 준비
했었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특
히 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 및 남북
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해 보고자 
국제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GLP: Global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이 9월 8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27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경영
자와 임원, 벤처기업인, 정치인, 군장성, 정부인사, 언론인, 의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
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최고경영자 53명으로 구성되었다. 수료시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자격이 
주어지며 약 1,300여명의 수료생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있다. 
  
문의 : 880-9250     http://www.glpceo.org     glpceo@snu.ac.kr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 (GLP) 27기 입학식 

학위수여식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 소천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55명(국제학과 36명, 국제개발정책학과 19명)이 국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68 명(석사과정 66 명, 박사과정 2명)과 함께 지난 3월 4일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풋풋한 모습 속에 새로
운 꿈을 안고 입학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정치
외교학을 부전공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
는 정책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국제대학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량을 바
탕으로 볼리비아의 정치·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
제대학원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
되어 있어 좋습니다. 또한, 지난번 교수님
과의 티타임을 통해 교수님들께서 학생들
에게 매우 애정과 관심이 깊다는  점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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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상전략과정  

이번 학기부터 국제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FTA 통상전략과정' 과 FTA 관련 전문가, 연구원 및 정책 연구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FTA 실무전문가 과정(FTA Leadership Program: FLP)' 을  신설하였다. 대한민국이 FTA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늘날
의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자유무역과 지역통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FTA 실무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게끔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FTA 연구 및 정책 간담회, FTA 특별강좌 시리즈 등 정규과정 외 특별 활동도 마련할 예정이다.  
 

⊙ 학생을 위한‘FTA 통상전략과정’ 
FTA 통상전략과정 프로그램은 FTA에 관심이 있는 국제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신청 전에 지도교수
와 상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16명의 학생들은 FTA 관련 수업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국제대학원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신설된 FTA 과정에 관련하여 현재 안덕근 교
수님께서 진행중인 WTO 및 Negotiation 
Simulation Game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 생명공학을 전공한 저는 FTA가 국내 
바이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
고 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
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제약의학공학 수업
을 진행하시던 교수님께로부터 FTA로 인해 
국내 바이오 업계가 직면하게 될 변화에 대해 
듣고 난 뒤 더욱 관심이 생겨 국제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에는 국제경제 
시간에 안덕근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관련 
책들을 읽으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점 

촌각을 다투는 시대의 변화 속에 그
리고 세계라는 거대한 시장의 경제 
앞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경
제에 있어서 수출입의 중요성을 간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FTA는 무
역경쟁의 포화로 정적이 되어버린 현
재의 세계 무역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하나의 새로운 해결책이자 
구원투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활발한 FTA 국가
의 하나인 한국에서, 그것도 제가 속
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주저함  

저는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
정 책 관 실  다 자관 세 협력 과 에서 
WTO DDA 무 역 원 활 화  협 상 , 
ASEM, ESCAP, GTI 등의 국제기
구간의 다자관세협력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 뿐만이 아
닌 다양한 지역간의 다른 수준과 형
태의 지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FTA에 대한 총체적
인 교육을 통해 실무에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임하고 싶었습니다. 각 분
야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오셔서 전
해주시는 생생한 현장경험과 최신 
동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
는 이 과정에 매우 만족하며, FTA 
관련 실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추
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
내 대책관실에서 발행하는 '함께하는 FTA' 
매거진의 취재 및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국외적 FTA 이슈를 기획하고, 국내의 
FTA 행사, 세미나 등을 취재하고, FTA 활용 
중소기업 사례를 찾아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
다. FTA 실무전문가과정 또한 '함께하는 
FTA'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취재 대상으로만 여겼는데, 안덕근 교
수님과 신원규 연구원님이 친절하게도 과정 
참여를 권유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FTA 문 

 ⊙ 박은영  ’12 국제통상                                                   ⊙ 박정준  ’11 국제통상 

⊙ 실무 전문가를  위한‘ FTA 실무전문가 과정(FLP)’ 
FLP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재직 중인 FTA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격주 토요일에 열리는 총 14번의 강좌에 참석해야 하
며 FTA를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수강생들에게 국제대학원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과정이 신설된 이번 
학기에는 FTA 실무자 총 34명이 참가하였다.  

 ⊙ 우종국      한국경제신문 기자                                          ⊙ 조성아     기획재정부 사무관 

외한이었던 제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면서 조금씩 주워들은 지
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것에 약간의 갈증이 있었던 터라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제가 지금껏 얼마나 무
식하게 책을 만들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 
FTA 현장에서 뛰었던 전문가들의 경험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강의
는 쇼킹할 정도였습니다. 또 간만에 대학 교정을 밟으니 마치 대학 
신입생이 된 듯한 설렘도 느껴집니다. 짧은 한 학기 강의가 아쉽지
만, 남은 기간도 재미있고 보람차게 강의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편견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FTA 관련 기초
적 실무에서부터 비즈니스 전략까지 다양한 이슈를 유기적으로 접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전공 분야 중 특화된 
부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와 교수님들께 체계적인 관리
를 받는다는 기분 좋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FTA 관
련 신설 과목도 생긴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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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마치 본능적으로 이끌리듯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본연의 석사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해당과정을 수
료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번 FTA 석사과정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확대될 FTA 시장의 수요에 잘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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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2012 연례 회의 
 
 
 

'IMF Youth Fellow'의 일원으로서 2012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IMF-World Bank 
연례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내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최근의 세계 경제가 침
체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경
제의 흐름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IMF 연례회의가 지니는 중요성은 
더욱 컸던 것 같다. 이 회의에서 나는 한국 
학생대표이자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
다. 학생 참여자 중에는 중국, 싱가포르, 태
국을 각자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친구들 
세 명과 7명의 일본 친구들이 있었다. 일본 
친구들은 IMF에서 주관한 Essay Contest의 
수상자들이었다.  
우리는  연차총회 개막식 뿐만 아니라 CSO 
내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
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각 국에 미친 영향' 에 대해 토
론했던 'Youth Dialogue' 였다. 이 회의는 
일본의 NHK, 도쿄 TV로 중계되었고, 패널 
위원으로는 IMF의 Nemat Shafik 부총재님
과 2명의 일본 학생 그리고 나를 비롯한 중
국, 태국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내게 주어졌던 질문은 '1997년 IMF 경제 위
기가 한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 과 '삼성, 현
대 등과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한국 경

제에 끼치는 영향' 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다. 
한국의 경제에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2008년 경제 위기보다는 1997년 경제 위기
가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
에 1997년 경제 위기가 토론의 주요 화제가 
되었다. 여담이지만, IMF Youth Fellow 중
에서 내가 최고령 참석자였는데 오히려 이
러한 점이 최근 위기가 아닌 1997년의 위기
를 다루었던 토론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
는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 사회
에서는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 대
한 강한 선호가 생겼고, 이에 따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재능이나 꿈에 대한 깊은 고려 없
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을 언급했
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의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
화' 가 중요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
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청년
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대기업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지게 되어 이로 인해 자발적 실업
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나는 본 회의의 개막식 및 IMF 크
리스틴 리가르드 총재님, 세계은행 김용 총

재님이 참석하신 Townhall meeting, IMF 
Naoyuki Shinohara 부총재님과 함께 한 
Youth Fellow Discussion 등 다양한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무
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세계의 각 지역
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토론이
었다. 시민 사회 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IMF Youth Fellow 뿐만 아니라 저명한 학자, 
시민 단체의 대표, 시민운동가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들이 회의에서 보여 준 열린 
마음과 열정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서 온 시민 운동가는 IMF의 
지원조건(conditionality)에 ‘인권의 보호’
를 넣자는 주장을 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오로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국제
기구로 인식되어 온 IMF가 토론 주제를 경
제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넓히고 있다는 
신선한 인상을 받았다.  
이번 IMF 연례회의 참석을 통해 나는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토론하
고 교류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국경,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는 
역동적인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
이 주어진 점에 감사한다. 2012년 10월, 도
쿄에서 보냈던 일주일을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한국 학생 대표 
 
이효진 
'11 국제통상 

사진: 이효진  오른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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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서울정책센터가 주관하고 UN 글로 
벌컴팩트 코리아, UNESCAP 및 고려대학 
교의 후원으로 지난 1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고려대에서 개최된 ‘UNDP North-
East Asian Youth Conference' 에  한국 
학 생  대 표 로  참 여 하 게  되 었 다 . 이 번 
컨퍼런스를 위해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UN 새 천 년  개 발  목 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만료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새천년 개발 목표는 지난 
2000년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주도로  설정된  것으로  8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새천년  개발  계획은  전  세계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 
이러한  효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UN과 
전세계가 공유할 목표를 재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UN은 여기에 
전세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UNDP는 동아시아 청년들에게 

우 리 가  원하 는  세 상(“The World We 
Want”) 이 라 는  주 제 로  고 려 대 학 교 
국제대학원 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가장  특이했던  점은  다양한 
참가자였다 . 한국 , 중국 , 일본 , 몽골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였고, 그 외에 소외 
계층 청년들이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활동가인 Fan Popo, 팔레스타인 망명자 
출신 일본인, 한국의 청각장애인 청년 등 
참가자가 다양한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나 
에피소드도 많았다. 조별 토론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영어로 토의하면 그 내용을 
통역자가 모국어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수화나 점자 등으로 장애인 참가자에게 
전달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회의장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3일간의 회의는 지금까지의 MDG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 아 가 야  할  방 향 을  찾 는  과 정 으 로 
진행되었다. 주로 참가자들의 국적 및 특정 
계층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4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라웠다. 4개국 
모두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는 청년 실업과 
불 평 등  문 제 였 으 며 , 그  외 에  몽 골 과 
중국에서는 환경 문제를 특별히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모두의 
동의  하에  최종선언문이  작성되었다 . 
최 종 선 언 문 은  회 의  마 지 막  날  개 인 
자격으로  Post-MDG 유엔 고위급  패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에서 발표하고 전달하였다.  
이  외에 도  UN에 서는  많은  사 람들 의 
목소리를  Post-MDG에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My World”사이트 
(http://www.myworld2015.org/)를 방문하 
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UN에 전달할 수 
있 으 며 , 이 번  회 의 를  기 념 하 여  유 엔 
공용어가  아닌  언어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어 페이지도 제공되는 만큼 모두가 더 
쉽게  참여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를 바란다.    

일본인 시각장애인 참가자가 조별 토의 결과를 
점자로 기록한 후 읽으면서 발표하는 중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께 최종선언문 전달 후 단체사진 

UNDP North-East Asian  
Youth Conference 

한국 학생 대표 
 
최나은  
'11 국제협력 

9 



GSIS Peopl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뉴스레터 

국제정책개발학과는 국제관계 전문지식과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고급 국제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개발
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및 다양한 정책사례를 전수하여 자국 및 
세계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경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국제협
력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제 3
세계 국가의 잠재력 있는 젊은 공무원이나 정
부부처 고위관리 및 경제계인사들이다. 이번 
5기 16명의 학생들은 나이지리아, 니콰라과, 
베트남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에서 왔다.  그
들을 위한 국제개발정책학과의 다양한 활동
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학술 활동 
학생들은“브라질 시민사회의 역할을 넘어서: 민주주의, 인권, 국가와 세계적인 사회 보
호 체제를 위한 분쟁”과 “외교 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를 다룬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
해 전공지식과 전문적 지식 뿐 아니라 학문적 이론이 어떻게 현지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배우며 초청한 전문가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열린 공부의 장을 맛볼 
수 있었다. 또한, 개도국 라운드 테이블과 한국 라운드 테이블은 학생들의 주도 하에 활
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개도국 라운드 테이블은 개도국이 가진 경제개발의 문제점에 대
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큰 틀 안에서 매주 새로운 주제와 국가를 다루며 학생
들의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라운드 테이블은 한국학 학생들을 비
롯한 여러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 사회, 경제, 문화 및 한국 내의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
게 했다. 또한 학생들은 현대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현상태에 대해 토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특히 한국에서 만연하
는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한국에만 존재하는가란 주제로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제개발정책학과 

⊙ 견학 및 친교 행사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일간의 정착조교 프로그램을 통
해 그들을 돕고 각종 환영행사와 친교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간에 친분을 쌓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방문하는 
등 학생들은 한국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었다. 고궁 방문과 국회의사당 등 다양
한 곳을 견학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도심에 자리한 덕수궁이 현대식 건물들과 어우
러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자아낸다고 평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투어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알면 알수록 매력있고 멋진 나라라고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외에도 DMZ 견학, 태권도 뮤지컬 JUMP 관람 등 앞으로 
한국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질 가질 예정이다. 

김민정(박사과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주최 2012년도 신진학자 논문상 수상 
신원규(박사과정)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 2012 최우수 논문상 수상  
                            '기술 수준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개도국과 선진국 비교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최 연구장학금 수여 '현 국제통상 체제의 R&D 보조금의 합치성과 정책 제언: 항공기 분쟁 사례' 
최나은 ('11 국제협력), 이승철 ('11국제협력) 제10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PPP활성화를 위한 공여기관의 역할 제안: 아젠다 설정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국제학과 재학생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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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뉴스레터 

학생회 주최로 작년 11월 9일 기숙사 운동장에서 '국제대학원 운
동회' 가 개최되었다. 학생회는 교수 및 직원을 비롯한 신입생부
터 마지막 학기 학생들을 모두 초대해 연대를 돈독히하고 유대감
을 형성하며 학생들과 교직원 간의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대화
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약 80여 명의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덕 전임 원장이 참석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휘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운동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연중 행
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전에 철인 3종 경기, 
발야구와 줄다리기를 하였고 점심으로 바베큐와 여러 종류의 음
식이 제공되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나서 오후에는 축구, 림보, 
단체 줄넘기, 이인삼각 등 더욱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각 게임에
서 이긴 팀은 폐막식 때 선물을 받았고 끝까지 함께한 학생들과 
교수진은 학교 근처로 이동해 운동회의 성공을 자축하며 끈끈한 
사제의 정을 나눴다.  

GSIS Sports Day  

라운드테이블 요일(매주) 시간 장소 연락처 언어 

개발도상국 월 11:50~12:50 140-1-102 chilsungjjoo@gmail.com 영어 

미국 수 12:00~13:00 140-1-102 jeehyekim87@gmail.com 영어 

라틴아메리카 수 12:30~13:30 140-107 gsis.america@gmail.com 스페인어 

유럽 수 12:30~14:00 140-103 gsiseurt@gmail.com 영어 

일본 월 12:00~13:30 140-1-202  gsisjapantable@gmail.com 일본어 

중국 목 12:30~14:00 140-1-202 gsischinesetable@gmail.com 중국어 

세계 지역별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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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뉴스레터 

워크샵 
 
2012년 10월 12일부터 1박 2일 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 국제대
학원,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동경대 공공정
책대학원의 학생들 등 총 22명이 모여 서울 
근교로 워크샵을 떠났다. 이번 워크샵은 캠
퍼스아시아 프로그램으로 서울대에서 공부
하고 있는 중국, 일본인 학생들과 국제대학
원의 한국인 학생들이 교류하여 서로에 대해
서 더 잘 알아갈 뿐만 아니라 후에 있을 한중
일 관계에 대한 발표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수원화성으로 
이동했다. 수원화성은 수원시내에 지어져 전
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용의 형상을 띈 화성열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였다. 이후 삼성 홍보관
에서 삼성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수
익 창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
을 보았다. 그 후 삼성의 최신 휴대폰은 물론

이고, 3D 텔레비전, 카메라가 달려 손으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티브이, 입체 
서라운딩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오디오 
제품, 창문에 화면을 띄워놓고 모니터로 사
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을 보았다. 한국 기업의 
놀라운 기술에 외국 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
인 학생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또한, 
이병철 초대 삼성 회장이 슈퍼마켓 같은 회
사에서 지금의 대기업을 이룩한 과정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관과 삼성의 로고 변
천사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삼성이 하
고 있는 사회적 활동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 하나인 
삼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들 또한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하고 즐
거운 시간이었다. 이후 안덕근 대외부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중일 이슈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모두 긴 하루를 보내 조금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분
위기가 점점 고조되었고 서로의 장기자랑 시
간을 통해 유쾌한 시간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이천에 위치한 도자기 체험학
습장으로 향하였다. 학생들의 도자기 체험을 
도와주실 분은 TV 프로그램에서 ‘도자기의 
달인’으로 소개되신 유명한 분으로 눈을 가
리고 도자기를 빚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
도 했다. 한 명씩 만들고 싶은 도자기의 모양
을 정하면, 선생님 두 분께서 학생들을 1:1
로 맡아 중심을 잡는 법, 모양을 내는 법 등
을 가르쳐주셨다. 모양이 만들어지고 난 후
에는 점토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 그림을 그
리거나 글을 적어 나만의 특별한 도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시안을 보고 열심
히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
림을 그리기도 하였고 이름과 날짜를 적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창작의 세계에 빠졌
다. 도자기는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굽는 등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완성된 후 받
을 수 있었다.  
비록 22명의 학생에 불과했지만 워크샵을 
통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중일 세 
나라가 더욱 돈독한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
판이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작년부터 서울대-북경대-동경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시작
되어 2012년에는  5명의 학생을 동경대와 북경대로 파견하였고, 
각 대학에서 12명의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캠퍼스 아
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동경대와 복수학위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북
경대와도 복수학위 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에는 캠퍼스 아시
아 서포터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온 학생들을 더욱 밀
착 지원하고 있다. 대학원생으로서 매일매일 공부와 토론에 힘든 
시간이지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학생들은 워크샵을 통해 즐거
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진: 삼성전자 홍보관 방문 

도자기 체험 
(경기도 이천)  

수원 화성 

캠퍼스 아시아 학생 인터뷰   

“저는 동경대학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동 아 시 아  국 제  관 계 의  이 해 , 
동아시아의 이해, 그리고 국제협상 
시뮬레이션게임 등의 수업을 들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들이나 캠퍼스아시아 서포터즈 
들이 친절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도 매우 
쾌 적 한  환 경 이 며  편 리 하 고 
편안하기  때문에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모유키 스미노 
동경대학 교환학생  
'13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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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학생 발표회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이 한중일 현안에 대
한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대학
원생들에게 미래의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상
호 연구 및 교류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CAMPUS 
Asia 학생 발표회를 가졌다. 워크샵을 통해 
부쩍 친해진 학생들이 네 그룹으로 나눠져 한 
 
  
중일 삼국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2년 11월 8일 학생발표회를 위해 약 2
주의 시간을 갖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발표 준비를 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동경대의 최재연, 북경대의 
류지아오와 장팅리, 서울대의 이지인, 허윤
정 학생으로 구성되어 'Soft Power and 
Trilateralism' 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한중일 
삼국이 드라마나 음악과 같은 문화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CAMPUS Asia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
여 각 국의 문화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그 나
라만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삼자교류를 
통하여 그 동안 이뤄낸 교육, 관광, 문화 분
야에서의 여러 가지 성과를 소개하며 삼국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북경대의 오노 유토, 퐁 파비아나
와 서울대의 권구열, 조지영, 빈나지 학생의 
'Education in Northeast Asia' 에 대한 발표
가 이어졌다. 이들에 의하면 한중일 모두 높

은 교육열을 보이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
고 있다. 각 국 교육 체계의 설명에 이어 세 
나라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두뇌 
유출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외
국에서의 전문가들과 유능한 학생들을 끌어 
모으는 방법으로 국가, 도시 및 교육 기관의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고 설
명하였다.  
세 번째 그룹인 동경대의 후쿠시마 유키, 북
경대의 류빈, 주빙홍, 서울대의 박꽃송이, 임
신비 학생은 'Aging Society' 에 대한 발표를 
했다. 고령화는 한중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
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이 그룹
은 'Elderly Asia Program(EAP)' 이라는 정책
을 소개하였다. EAP는 어리고 유능한 젊은
이들 뿐 아니라 퇴직한 중장년층도 삼국의 
교류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고 채용함
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이다. 그 예로 일본의 'Senior Volunteer 
Program' 을 소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506명의 노인들을 한 달에서 길게는 2년까
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산업, 관광 등의 분

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동경대의 카토 다이수케, 북경대
의 이진규, 서울대의 이재숙, 박유리 학생은 
CAMPUS Asia 프로그램을 산업과 국가 영
역으로 확장한 'TEA/JAKOCHI Project' 라
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
아시아의 강호로 부상하고 있는 한중일 삼국
의 협력을 위해 서울대, 북경대, 동경대가 교
육 분야에서 힘쓰는 것처럼 각 국의 대표 기
업인 삼성, 레노보, 소니를 예로 들며 이들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와 기술 개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각 국
의 외교부의 직원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도
를 증진시키고 삼국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를 
맡은 박철희 교수는 세 나라가 공통으로 나
누고 있는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고령화 사회' 의 
발표를 맡은 세 번째 그룹에 높은 점수를 줬
다. 심사 결과를 떠나서 세 나라의 학생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진:  박철희 교수(좌)가 1등 수상팀 대표 박꽃송이(우)에게 기념품 증정 

캠퍼스 아시아 학생 인터뷰  
  

파비아나 퐁 
북경대학 교환학생  
'12 국제협력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의 선발주자 중 한명으로서 서울대학교 국제대
학원 재학기간 중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KF)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은 것
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협력 및 외교에 지속적인 관심
을 가져왔습니다. 한국공공외교의 대표기관인 KF 인턴십은 관심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였습니다. 박철희 국제대학원 교
수님의 격려와 추천을 통해 이와 같은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KF의 공공외교부서는 한국과 세계간 교류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업
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6주간의 인턴십 기간동안 여러 공공외교 
행사관련 사전조사 및 준비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행사는 
미국 육군 일반 B. B. Bell 전 사령관의 지휘하에 진행된 한국공공외교포
럼입니다. 또한, 인턴십 기간동안 한국인 동료들과 매일같이 소통하며 시
야를 넓히고 사고 방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진로 및 커리어 전반
에 있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며 값진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KF에서의 인턴경험은 무척이나 유익하고 보람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재학 및 인턴십 기간동안 물심양면으
로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직원 및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경험을 통해 이후 캠퍼스아시아 학생들도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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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제대학원 총동창회 

총동창회가 약 50여명의 졸업생 및 재학생
이 참여한 가운데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지난 
1월 25일 개최되었다. 이번 동창회는 외부
가 아닌 추억이 어린 학교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지녔다. 로비에 부페가 마
련되어 동창회를 찾은 모든 동문들과 재학생
들이 모여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한시
간 정도 지난 후, 양윤경 동문('00 국제협력, 
MBC 기자)의 사회로 본격적인 총동창회가 
시작되었다. 유쾌한 개회사 이후 정재원 ('98 
러시아지역, 국민대 교수) 총동창회장은 갑
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고 이번 행사를 위해 모교를 찾아 준 동문
들과 재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후 문휘창 국제대학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문휘창 원장은 오로지 동문들의 힘으로 이루
어진 제2회 총동창회를 축하하며 매해 더욱 
훌륭한 행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섭 교수 또한 KDI 등 여러 기관들에서 
종종 국제대학원 졸업생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온라인에서 뿐이 아니라 이
번 총동창회 같은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 오
프라인에서 언제 누구를 만나도 서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후 정재원 회장이 본회 동창회 임원단을 
소개하며 총동창회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관에 대해 소개하였다. 총동창회 정관은 
법처럼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게 아니
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 정재원 
회장은 지난 총동창회 이후 지금까지 졸업생
들이 학교에서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 강연을 

한 사례들과 초기 졸업생들이 모여 동문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 논의한 이야기
를 들려주며 학교와의 네트워크, 나아가 동
문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약했던 점을 안타깝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장직에서 물
러나더라도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여 향후 더 좋은 동문회를 만들
어 줄 차기 대표들을 소개하였다. 
새로 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된 우창빈 동문은 
총동창회에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더 중요하
고 무거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로 
인삿말을 시작하였다. 사기업 이사부터 국회 
경험,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
원 내 아시아개발연구소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동문들을 이끄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
다. 앞으로의 동창회 사업계획으로는 국제대
학원 동창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분
야로 퍼져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이버 공간
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페이스북에 
개설되어있는 국제대학원 동창회 홈페이지
를 관심사별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개발
하여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일을 도와줄 
제현정('98 국제협력), 김유정('06 국제통상), 
박철현('97 중국지역) 동문을 소개하였다. 
본 행사를 마친 후 소천국제회의실 안팎에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사이의 여담이 이루어
졌고 이후 각자 자리를 옮겨 오늘의 뜻깊은 
날을 오래 기억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창빈 
신임회장  
'98 국제통상 
서울대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축사 
문휘창 원장 

김종섭 교수  

정재원  
前 총동창회장 
'98 러시아지역 
 국민대 교수 

사진:  양윤경('00 국제협력) 및 정재원('98 러시아지역) 

양윤경 
'00 국제협력  
 MBC 기자 

14 



GSIS Peopl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뉴스레터 

드미트리 레투노브  
' 00 국제협력 
국적: 러시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김승겸  
'01 일본지역 
한국아즈빌 
Quality Management  
차장 

하원  
'03 중국지역 
AXA Private Equity 
투자 매니저 

“ 

우창빈 
신임 회장 ('98 국제통상) 
서울대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양윤경 
'00 국제협력    
 MBC 기자  

총동창회장 및 동문 인터뷰    후배들에게 건네는 선배들의 따뜻한 이야기   

알빈드 꾸마  
'09 국제협력    
국적: 인도 
포스코  
환경에너지기획실  
환경기획그룹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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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제학연구소 소속 연구조직으로 출발하여 2012년 교육부 국제
협력부문 정책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국제학연구소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연차별 기본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개발협력 분야 월례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
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협의 하에 수립된 연구과제 수행계획은 총 3차 년도로 구성되며, 
현재는 1차년도 기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덧붙여 
연구센터는 FTA 및 거버넌스 등 다양한 주제의 수시과제 연구도 함께 병
행하고 있다. 연구센터의 1차년도 기본과제는 국내외 교육분야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초·중·고등 분야별 효과성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분야
별 교육협력사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등 정부
생산 정책문서를 확보하고 정책 활용가능 수준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
성하며 포럼, 콜로키엄 등을 연계하여 연구 수반 활동을 하고 있다. 2차년
도에는 교육개발협력전략국별 교육 ODA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및 교육 
ODA사업 평가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별 중장기 지원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중점교육  지원분야를   

연구소 소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뉴스레터 

국제학연구소 국제개발협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교육분야 국제협력 정책중점연구소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개발협력 분야 월례포
럼을 개최하여 해당 분야 전문성을 넓히고,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국내외 참가자들의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현재까지 월례
포럼의 연사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IACES(The Institute of APEC Collaborative 
Education), UN ESCAP 등에서 전문가가 
초빙되었다.  
 
아프리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백인들에 의해 왜곡된 아프리카의 역 사를 
재조명하다)  
 
월례포럼의 일환으로 2012년 11월 29일애
는 김명주 기획재정부 과장을 모시고 아프리
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포럼
을 개최했다. 김명주 과장은 기획재정부 공

무원으로, 1995년 행정고시를 통해 정보통
신부, 기획예산처, 청와대비서실, 기획재정
부를 거쳐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선임자문
관으로 근무하였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4년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경험과 풍부한 자료를 바
탕으로 백인의 시각이 아닌 한국인의 눈으로 
아프리카의 역사를 서술한 저서 (백인의 눈
으로 아프리카를 말하지 말라 1, 2)를 출간하
기도 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일반현황, 경제, 역사, 자원, 
종교, 한국과의 관계 등을 소개한 후 향후 우
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에 대해 제언하
였다. 특히 그동안 백인들의 시각에 의해 왜
곡되어져 왔던 아프리카의 지난 역사를 지적
하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수정과 폭넓은 이
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다
르게 전달되었던 아프리카의 실제적인 모습
들을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립해야 한
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 열강세력들에 의해 반복되어져 왔던 아
프리카 수탈의 역사를 답습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점에서 한-아프리카의 관계는 동반
자적 파트너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이는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
는 동반자의 시각만이 수백 년 동안 수탈당
했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인
들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빈곤과 침탈의 대륙인 
아프리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마무리하며 학
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궁
금증을 풀어주었다.  

선정하고 기간별 액션플랜 등 사업전략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의 교육 ODA 평가지표 및 경제
성과지표 등을 개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교육 ODA사업 평가시 공통적으로 적용 가
능한 교육평가지표를 개발 및 평가매뉴얼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 3차년도에는 우리나라 교육 ODA사업의 기업, NGO 등과의 민관협력 전
략개발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 과제이다. 민관협력은 현지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민간 NGO, 대학교 
등 민간 부문이 지속적인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 전략, 즉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실천 가능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마
련하는 것이다.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1, 2차년도에 조사·분석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리하는 것이 계획이다. 이 
때 세부분야별, 사업유형별, 추진 주체별로 우리나라의 교육 ODA사업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국제개발포럼 

김명주 기획재정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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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ng Foreign Aid Policies Locally: South 
Korea's Modernization Process Revisited" 논문
이 SSCI 저널인 'Asian Perspective' 2013년 가을
호에 게재확정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의 책무성 제
도에 관한 소고" 논문이 '한국의 개발협력"에 2012
년 12월 게재되었다.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원조사회의 역할과 전략을 분석한 “북한의 역
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공저)이 통일연구
원에서 2012년 12월에 출판되었다. 국제개발협력
학회에서 주최한 2012년 동계학술대회에서 "개발
원조의 변용성과 원조조건의 정치경제학"을 발표하
였다. 한국사회학회에서 주최한 2012년 동계학술
대회에서 "개발협력 의제의 사회적 구성"을 발표하
였다.   
 
 
한미관계사를 분석한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가 "An Ally and Empire"라는 제목으로 영문
판으로  출간되었다. 출판사: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무역위원회 무역위원으로 위촉되었다. SSK연구진
과의 학제간 연구 성과인 "Understanding Non-
Litig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이 Journal of World Trade (SSCI저널)에 
2014년 게재예정이다. 

 
 
 
 
 
“도쿄 메트로폴리스”(박문사)가 2012년 6월 발
간되었고, “현장에서 바라본 동일본대지진 : 3.11 
이후의 일본 사회”(한울출판사)가 2013년 2월 발
간되었다. 2013년 1월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아시
아-태평양 연구 센터에서 “Cross the Border 
from 'Chsen' to 'Kankoku’ in Japan”이라는 주
제로 강연을 하였다. 

김태균 교수 

박태균 교수 

안덕근 교수 

“Transplanted Wenzhou Model and 
Transnational Ethnic Economy” 논문이 SSCI 저
널인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의 Vol. 23, 
No. 86, March 2014에 게재  확정되었다. “중국 
지역발전모델의 회고와 전망: 삼대모델(三大模式)
을 중심으로”논문이 등재지인 『중국학연구』 제
63집, 2013에 게재되었다. “中韩研究型大学本科
生 学 术 经 历 的 满 意 度 研 究 (Research on 
Undergraduates’ Satisfaction with Academic 
Experiences in China’ and Korea’s Research 
Universities)” 논문이  중국  SSCI 저널 (CSSCI 
Journal, 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인 『敎育發展硏
究(Education Development Review)』에 2013년 
3월, 게재되었다. “大学生對腐败的認知归因研究
(Study on Chi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the Attribution to Corruption 
among Officials)” 논문이 중국 SSCI 저널(CSSCI 
Journal, 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인 『西北師大學
報 (Journal of North-west Normal University), 
2013年4期』에 게재 확정되었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전세계 국제대학원장 연례
회 의 인  APSIA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회의에 지난 1월 참
석하였다. 학술지 및 책 출판은 다음과 같다.  
“Korean Dramas and Films: Key Success 
Factors for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공저 : Jimmyn Parc),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SSCI-indexed), 게재확정. 
“Enhancing Performability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ustering: A Case Study of 
Samsung Electronics Corporation (공저: Jimmyn 
Parc, So Hyun Yim, and Wenyan Yin),” 
International Journal of Performability 
Engineering (SCOPUS-indexed), 2013, 9(1): 75-
84. 
From Adam Smith to Michael Porter - Extended 
Edition (coauthored with Dong-Sung Cho),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Singapore, 
January 2013. 
K-전략: 한국식 성장전략 모델, 미래의 창, 2012년 
12월. 

『From Adam Smith to Michael Porter』개정판  
    저자: 조동성, 문휘창   출판사: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출간일: 2013. 1. 
 
전통적으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아담 스미스의 국제 무역 이론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 경제
는 전통적 무역 이론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마이클 포터는 다이아몬
드 모델이라는 새로운 경쟁력 이론을 소개했다. 그는 ‘국가의 부는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국가의 부는 부존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
하며 전통적 무역 이론과 자신의 이론을 구분했다. 그는 전통적 무역 이론에서는 제한적이었던 부를 이뤄내는 
여러 선택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책은 전통 무역 
이론가들과 포터를 비교하며 포터의 업적을 강조하고, 경쟁력 이론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포터 이론
의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경쟁력 이론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 

한영혜 교수 

정종호 교수 

문휘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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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ly and Empire』 
   저자: 박태균  출판사: Academy of Korean Studies  출간일: 2012.12. 
 
한미관계사를 분석한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가 "An Ally and Empire" 라는 제목으로 영문판으로  
출간되었다. 현대 한미관계에서 한국정부의 대응이 성공적인 경우는 드물었으며, 한국정부뿐만이 아니라 민주
화 세력 등 한국 국민의 역할이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동안의 실패 경험을 돌아보고 반성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한미관계는 이뤄질 수 없다. 이 책은 미국의 대외 관계 문서 등 구체적 사료를 기초로 
8.15 광복에서 5.18 민주화운동까지의 한미 관계사를 기록·서술하며 미국을 우방과 동맹이라고 여기거나 제
국과 식민지로 규정하는 이분법의 인식과 시각을 신화라고 비판한다. 또한 미국에서 비밀해제된 문서 같은 사
실을 기초로 하고, 외교 전문가들이 입안한 정책의 맥락을 다져 한미 관계사를 정리하였다. 

『도쿄 메트로폴리스』 
   저자: 한영혜  출판사: 박문사  출간일: 2012. 6. 
 
이 책은 ‘도쿄 메트로폴리스’에 주목하여,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가 역동적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탐색해보고
자 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는 탈냉전, 지구화 등 구조변동이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거품경제 
붕괴 후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의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스템 개혁이 
모색되었다. ‘잃어버린 10년’,‘잃어버린 20년’으로 단순화되어 ‘정체’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다른 각도
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생활세계에
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양상을 경험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거시적인 구조변동이 일본인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재편시키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그려내고자 한 시도다. 이 책에서는 공공성과 시민사회의 재편, 
고령화, 도시개발, 지방분권, 격차와 빈곤, 청년층 고용 문제, 산업구조 전환, 다민족ㆍ다문화화 등 다양한 주제
들이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에서 공동체의 틀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과 관련
된 문제, 생활을 위한 소득을 얻는 동시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구축하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바라본 동일본대지진』 
   저자: 한영혜  출판사: 한울출판사  출간일: 2013. 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2011년 4월, '동일본대진재와 일본의 사회변동'이라는 주제 하에 동일본대지진을 
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했다. 장기적인 동일본대지진 연구는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그 지
역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동일본대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도호
쿠 지방을 직접 조사하고 '동일본 재해현장에서 바라본 '부흥'의 딜레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단행
본으로 엮은 것이다.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인류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은 각자의 연구영역에
서 동일본대지진이 일본 사회에 끼칠 영향, 일본 사회에서 일어날 중대한 변화 등에 주목하고, 이를 정부 등 
주요 단체나 지식인, 언론 등의 리포트를 통해서만 바라볼 때 자칫 갖게 될 관념적인 이해를 넘어서고자 했
다. 학문적 논의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이 거대한 재해로 인해 파생된 
재해 현장의 여러 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K-전략: 한국식 성장전략 모델』 
   저자: 문휘창  출판사: 미래의 창  출간일: 2012.12. 
 
이 책은 50년에 걸쳐 놀라운 발전상을 보여준 한국의 경제모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를 ‘K-전략’이라는 새로운 경제이론으로 풀어냈으며 K-전략의 소개와 분석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민소
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발전 요소는 AGILITY(민첩성)와 BENCHMARKING(벤치마킹), CONVERGENCE(융합), DEDICATION 
(전념)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요소가 만족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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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식  
 

학생 현황 
2013년 1학기 현재 국제대학원은  68 명(석사과정 66 명, 박사과
정 2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국제학과 239명, 국제개발정책학과 
16명, 총 26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세계 40여개국에서 온 외국
인 학생 비율은 46%에 이른다. 또한 11명의 박사과정생이 있다. 
이번 학기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POSCO 장학금(8명), 김재익 장
학금(1명), GSFS 장학금(2명), KOGAS 장학금(2명), 실크로드 장학
금 (2명 ), 민계식 장학금 (4명 ), AMP 장학금 (1명 ), SNU Global 
Scholarship(4명), KOICA 장학금(16명) 등 40명이 등록금 및 생활
비를 지원받았으며, 그 외에도 성적우수 장학금, 소천재단 장학금, 
GLP 장학금 등이 수여되었다. 
 
국제대학원 행사 
2012.11.12  특별강연회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2.11.14  특별강연회  
                    더크 브랭겔만 NATO 정치안보정책차관보 
                 ‘21세기 안보 도전: 협력안보에서 NATO의 역할’ 
2012.11.15  특별강연회, 이재성 UNCITRAL 법무담당관 
                 ‘국제 상거래법의 형성’ 
2012.11.15  국제개발정책세미나 
                    강영신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팀장        
                  ‘외교와 개발협력’ 
2012.12.12  특별강연회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유럽연합유럽위원회 
                    대표부 대사 ‘유럽통합에 대하여’ 
2013.01.25  제2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총동창회 
2013.03.14  국제개발정책세미나 
                    박경서 前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인권, 인권에 기초한 개발 (세계적 인권수호자들)’ 
2013.03.22  국제개발정책세미나  
                    김태형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환경개 
                    발부 경제 담당자 
                 ‘유엔의 시각에서 본 환경과 성장 상황과 도전과제’ 
2013.03.27   국제관 준공식 및 심포지엄 
2013.03.29   국제개발포럼, 김영환 APEC국제교육협력원장 
                  ‘교육과 개발협력에서의 정보통신기술’ 
2013.04.12   국제개발포럼  
                    이승환 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유네스코와 문화 다양성’ 
2013.04.29   특별강연회, 김성환 前 외교통상부 장관 
                 ‘UN 고등 패널 post-2015 개발 아젠다의 최근 경향’ 
2013.04.29  공개강연회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소장 
                 ‘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도래(세계): 3국(한중일)     
                    협력과 대륙주의를 넘어’ 
2013.06.03  공개강연회, 찰스 쿱찬 조지타운 국제관계학 교수 
                 ‘선장이 없는 키: 아시아를 넘어선 미지의 세계 항해’ 
 
국제학연구소 
2013.04.15  국가전략세미나 
                    써니 리 중앙선데이 기자 및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시진핑 시대 북중관계와 특파원이 본 중국’  
2012.11.29  국제개발포럼, 김명주 기획재정부 과장 
                 ‘아프리카의 개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학과 소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현대기아자동차 
    Global Insight 프로그램                                   

과거 표준화된 자동차를 국내 생산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체제는 
빠르게 극복되어 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 
은 이제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지식과 세계 지역에 대한 이해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Global Insight 프로그램은 
자동차 이슈, 글로벌 이슈, 지역 이슈라는 세 가지를 테마로 하여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자동차 이슈는 前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전갑 교수의 “자동차 산업의 경영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김현철 교수의 “토요타 이야기,” 한신대 오창호 
교수의 “신기술의 도래와 자동차시장의 변화”등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글로벌 이슈는 문휘창 교수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이영섭 교수의 “글로벌 경제 위기와 
세 계 경 제 동 향 ,” 안 덕 근  교 수 의  “ 세 계 무 역 환 경 과 
기업통상전략”의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 이슈의 경우 각 
지역의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진행된 
미국과 중남미, 일본과 중국, 유럽과 인도, 아시아 중동 시장을 
다루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이처럼 국제대학원은 
Global Insight 프로그램을 최고 수준의 강의로 구성하고, 해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90명  수준이던 초기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3년 만에 참가자가 두 배로 늘어나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참가자들이 아직 다루어지지 
못한 세계 각 지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일 뿐 아니라, 강의 
프로그램의 확장을 원하고 있다.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대학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글로벌 지식과 
세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대학원은  해외  시장과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교육 과정인 
현 대 기 아 자 동 차  Global Insight 
프로그램을  2012년  11월  28일부터 
3주간  진행하였다 .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산업의 세계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 라  자 동 차  연 구 기 술 직 
전문가들에게도 글로벌 지식과 지역 
지식이 요구되면서, 3년 전인 2010년 
부터 실시되고 있다. 오늘날 자동차업계 
에서는 세계 시장과 지역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전갑 초빙교수 
前 현대자동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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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Gold Club (1억원 이상) 
   김철호 교수(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소천 박영희 여사 
   GLP 27기 일동 
 
 ⊙ Crystal Club( 1천만원 이상)   
    김용덕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前 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FLP 1기 일동  
  
⊙ 기타 (1백만원 이상)  
    ㈜보스트홀딩스 (대표이사 빅토리아코발츄크 ) 
    박태균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에스케이하이테크 (대표 정학섭) 
    (사)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 (소장 백진현) 
 
※ 위 내용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 사이에 발전기금을 출연해 주신 명단입니다.  
 
※ 발전기금 문의: 02-880-8500 gsis@snu.ac.kr  

⊙ 장학생 명단 (2013년 1학기) 

    후원해 주신 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명 장학생 

소천 박유리, 원호정, 김경원, 윤박요  

GLP 
허윤정, 박정준, 박아랑, 눌누스막스, 한유진, 이신애, 오오쓰하루나, 
임소현, 박수희, 윤문연  

성희 권지영 

민계식 이렌 마가렛, 백알란, 이사라, 레호튀비  

관악회 이재철  

AMP 레미 실방  

SNU Global 
scholarship  

우황양, 신세린, 시라다, 응웬티번안  

GSFS 예슬, 쉐우리 

실크로드 몰테자, 아날 

POSCO  
지라펀, 느간티투이, 탬라이척, 쉬보야, 온드라, 바트촐롱차츠랄,  
다비드무하마드, 유가가 

김재익 강톨가 

KOGAS 카티야, 앙기아  

코이카 
폴라한미, 데이빗, 비스마르크, 리지아, 라브샨벡, 프란시스, 시오나, 
마리암, 아나스 , 고매라, 아델, 밧자야, 바츠 , 따오, 뚜, 슈르야 

 * 명단에서 교수 TA 및 RA는 제외됨 

교수 동정 ·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뉴스레터 

교수 동정 

◎ 뉴스레터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2-880-8507, gsis@snu.ac.kr 로 연락주세요. 
◎ 기사작성 및 편집: 서윤정 ('11 미주지역), 염수연 ('12 국제협력), 천희원 ('11 국제협력) 

정종호 
국제협력본부장 

⊙ 임명                                            ⊙ 외국인 초빙교수                                    ⊙ 초빙석좌교수 

패트릭 메슬린 
파리정치대학  
세계경제연구소장 

김성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정종호 교수가 2012년 12월 1일에 국제협력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학기에 초빙교수로 임명된 파리정치대학 세계경제연구소장인 
패트릭 메슬린 교수는 학생들에게 '세계와 지역현안연습'을 강의한다. 또한 전방남 교수, 정본근 교수, 김도호 교수가 신규 초빙교수로 임
명되었다.  한편,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초빙석좌교수로 임명되어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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