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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정치학 랩(Lab) I-MAP 
International-Lab의 
화학적 융합 국제화

학생 중심 교육 세계 수준 박사 교육 정치학 미래 진로개발

혁신과학기술 新舊산업사회 문제 해결 융복합 정치학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혁신과학기술로 인한 산업과 사회 정치적 新舊난제들은 기존의 전통적 정치학 접근

법, 방법론, 지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교육연구단은 정

치학 랩(Lab)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중심의 I-MAP 교육연구 비전을 구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정치학 랩을 인큐베이팅(incubating)하여 기존의 구호 수준에 그쳤던 

정치학의 진정한 융복합화를 추진했다. 랩 시스템을 통해 (1) 정치학 분과학문의 경

계를 넘어서는 문제해결형 실행연구(problem-solving action research) 역량을 강화하

고자 했고, (2) 랩을 바탕으로 Online-Offline의 다차원적 공간에서 국내 및 해외 연

구기관과의 학제 간 연계 및 융합(amalgamation)을 추진했으며, (3) 융복합 정치학의 

학문적 연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을 도모했다. (1)의 경우, 지난 1년 

간 랩 시스템을 확장하여 정치학 랩, 애드혹 랩(Ad-hoc Lab), 학생주도 애드혹 랩 등 

20개 랩을 운영하고 활동 기반을 공고화했으며, 이와 관련된 4개 사업 모두가 완료/

지속 중에 있다. (2)의 경우,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와 

International Lab을 통해 국제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했고, 이와 관련된 3개 사업 모두

가 완료/지속 중에 있다. (3)의 경우, I-MAP 교과목 강화, 5개 연구영역 교과목 개설 

등 3개 분야에서 9개 완료/지속, 2개 신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연구의 국제화 및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6개 사업 중 6개 모두 완료/지속 중에 있다.

둘째, 교육연구영역을 5개의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자 한다. 제1영역에서 융복합 난제 인식과 규명을 위한 교육 연구에 중점을 두고, 

제2영역에서 문제해결에 실증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정치학 방법

론을 강화하며, 제3영역에서부터 제5영역에 걸쳐 국내외 정치적 갈등과 산업·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교육연구를 실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재 9개 랩과 8개 애드혹 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I-MAP 신규과목 개설, 과목공유, 

온라인 집중 강의 개설, 융복합 워크숍과 리서치 콜로키움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9개 사업 중 8개가 완

료/지속, 1개 계획 중에 있으며, 산업・사회 문제해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는 3개 사업 중 1개 완료/지속, 2개 진행 중이며, 인력양성에 관한 4개 사업 중 2개 

완료/지속, 2개 진행,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과 관련해서는 2개 사업 모두 완료/지속 

상태이다. 또한 셋째로, 대학원생들의 미래 진로개발과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

화하기 위해 정치학 랩에 기반한 융복합 교육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실무 경험 및 인

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장시켰으며, 이를 통해 교육-연구-실무의 선순환을 이루어 

연구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국제

화 및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랩 시스템 구축,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박

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등 4개의 영역에서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1개 

완료/지속, 1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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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 영역 

성과

교육역량 영역 중 첫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1) 문제해결교육의 일환으

로 I-MAP 교과목 15개, 5개 연구영역 교과목으로 18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매 학기 

3회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2) 혁신융합교육의 일환으로 정치학 랩 인큐베이

팅을 통해 9개 정치학 랩(중단 1개, 신규 1개)에 106명, 8개 애드혹 랩(종료 2개, 신

규 7개)에 65명, 3개 학생주도 애드혹 랩(신규 3개)에 18명, 총 20개 랩에 189명이 참

여하고 있다. 또한 과목공유를 통해 행정학과와 총 3개 과목을 공유했으며, 온라인 

집중 수업 6과목을 개설해 해외 저명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어깨동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정치와 정치학 교육을 주제로 융복합 워크숍을 

연 6회 개최했다. (3) 미래성공의 일환으로 기존의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경력개발 센

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를 변경하여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을 운영했으며,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랩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진로개발 교과

목으로 <정치학 교수법>을 개설했으며, 학생제안 교과목으로 <정치학 교수법>과 <정

치학질적방법론>을 개설했다.

둘째, 산업∙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1) I-MAP 교과목 강화: 융복합 

정치학을 통한 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P 영역 교과목을 7개 개설

했다. (2)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과 <Theories of Democracy>를 사회문

제해결형 대학원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3) 김명섭 교수가 학부생, 대학원생뿐만 아

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런어스 교육 컨텐츠를 촬영해 전체 공개 했다.

셋째,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과 관련해 (1) 지난 1년 동안 재적인원 기준 석/박사 및 

통합과정생 241명을 확보했으며, 95명이 BK21 교육연구단에 참여했고, 27명이 졸업

했다. (2) 석사 졸업생 중 EY Parthenon, ICLEI-East Asia Secretariat, 한국정치학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에 취업한 사례,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정치학과 

박사과정 등에 유학한 사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한 사례가 

있다.

넷째,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과 관련해 (1) 지난 1년간 참여대학원생이 참

여한 18편의 논문이 게재됐으며, 이 중 4건이 KCI 우수등재지에 게재됐다. (2) 또한 

지난 1년간 참여대학원생이 총 22회 학술대회에 참여했으며, 이 중 국제학술대회가 

6회, 국내학술대회가 16회였다.

다섯째, 신진연구인력 양성과 관련해 소속 신진연구인력들은 최근 1년간 KCI 등재지 

5편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김명철 신진연구인력이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

교원(21.9.1 임용)으로 채용되었고, 정치사상과 데이터 사이언스 등에서 전문성을 갖

추고 있는 송경호 신진연구인력을 새롭게 채용했다. 

여섯째,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1) 국제화 교육을 총괄하는 <국제화 교육 TF>를 

출범했다. (2) MIT, New York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anderbilt University 등 국제적 대학의 연구자들을 초빙해 Online Intensive Course

를 2022년 1월과 8월, 두 차례 운영하였다. (3) 참여대학원생이 6회의 국제학술회의

에 참가하였다. (4)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학술논문 출간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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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교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5) 외국인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교육연구단의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개편하였고, 외국인 학생의 랩활동을 지원

하였다. (6) 개별 랩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International Lab을 융복합 정치학-사회과

학 국제랩 워크숍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5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7) 리

서치 펠로우를 2명 선발했고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으로 파견할 예정이

다.

연구역량 영역

성과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랩 시스템 구축,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

축 및 강화, 학제 간 융복합성 강화, 정치학 연구방법론의 기초 확립을 목표로 삼았

다. 첫째로, 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랩 운영 규정에 기초해서 투 트랙의 연합위원

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랩이 주도하는 리서치 콜로

키움 4회와 성과발표회 2회를 개최해서 랩의 활발한 활동을 도왔다. 랩 참여 플랫폼

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측면에선 <Multimedia Ad-hoc Lab>이 중심이 되어 홈페이

지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물리적 차원에선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컨

셉을 벤치마킹하여 석박사과정 합동연구실을 리모델링해서 랩이 사용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매칭펀드와 어깨동무 사업을 통해 랩의 활동을 재정

적으로 지원했고, 각 랩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랩 운영을 도모했다.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을 3회 개최해서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총 8개의 애드혹 랩과 3개의 학생주도 애드혹 랩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정치학 연구방법론의 기초 확립을 위해선, <계량정치방법론>, <계량정치방법론

Ⅱ>, <정치학질적방법론>의 수업을 개설하고, 국내 방법론 프로그램에 총 25명의 학

생이 참여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통적 통계교육의 심화를 도모했다. 

또한 International Lab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방법론 강좌를 3개(인과추론, 네

트워크, 데이터 사이언스) 개설해서 학생들이 해외 저명한 학자의 방법론 수업을 들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내외 연구기관/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그리고 학제 간 융복합 

연구 강화를 위해선, 인문, 사회, 이공계 분야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

축 및 융복합적 연구를 강화했고, 어깨동무사업을 활용해서 지역 연구자와의 파트너

십을 구축하여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총 8명의 지역 연구자를 섭외해서 3회 워크

숍을 개최했다. 또한 각 랩의 주도 하에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5

회 개최해서 해외 연구자와의 연구 교류 활동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단은 향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3개의 문제영역에서 산업ㆍ사회 문재해결

에 기여하였다. 최근 1년간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해결을 위해선 학

술 및 교육 16건, 언론 2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2건의 실적이 있고, 한국 정

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해결을 위해선 학술 및 교육 7건, 언론 4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3건의 실적이 있으며,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해결을 위해

선 학술 및 교육 10건, 언론 1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1건의 실적이 있다. 

연구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첫째, 참여교수들은 최근 1년간 7편의 연구논문과 1편의 

북챕터를 공저자와 함께 저명한 국제학술지 및 출판사에 게재하였다. 둘째, 참여교

수들은 저명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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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도하고 있다. 셋째, International Lab을 확장하고 체계화한 융복합 정치학-사회

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지금까지 5회 개최하였다. 넷째, 참여대학원생 29명이 

IPSA-NUS Methods School, KOSSDA,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등 국내외 방

법론 워크숍에 참여했다. 다섯째, 해외대학에 재직 중인 8명의 저명한 연구자들을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달성 성과 요약

총 60개 세부 사업 중 완료/지속 51개, 진행 5개, 계획 4개로, 완료/지속에 해당되는 

사업이 전체 계획의 85%,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93.3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역량 영역의 경우, 교육의 국제화를 포함해 총 36개 세부 사업을 진행 중

이며, 이 중 완료/지속 32개, 진행 3개, 계획 1개이며, 연구역량 영역의 경우 총 24개 

세부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완료/지속 19개, 진행 2개, 계획 3개로 연구단의 비

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교육역량 영역의 경우 벤치마킹 사례에 대한 탐방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 Arizona State University의 온라인 학부

/대학원 과정,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대학원생 세미나를 문제해결형 융

복합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지만,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

라 현장 방문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벤치마킹 대상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벤치

마킹 리포트>(가제)를 작성할 계획이다.

연구역량 영역의 경우 데이터 집합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온라인에 존재하는 데이터

의 원본 여부, 출처, 저작권 위반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

대적으로 진척되지 못한 ‘인문학 연합 융복합 랩’, ‘사회과학 융복합 랩’, ‘이

공계 연합 융복합 랩’을 구축하기 위해 타 학문분과의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 

차년도 

추진계획

교육역량 영역의 경우 36개 세부 사업 중 완료/지속 단계에 있는 32개 항목의 성과

를 향상시키고, 진행 단계에 있는 3개 항목(학생주도 애드혹 랩,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 LearnUs 교육영상)을 활성화하고, 계획 단계에 있

는 1개(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역량 영역의 경우 23개 세부 사업 중 완료/지속단계에 있는 18개 사업의 성과를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진행 단계에 있는 2개 항목(랩별 재정 지원 및 자체 재정 확

보 노력,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계획 단계에 

있는 2개 사업(데이터 집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랩 

운영)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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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백우열 영 문 WOOYEAL PAIK

소 속 기 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1. 교육연구단장의 연구역량

▪ 백우열 교육연구단장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UCLA)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및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 전적 대학과 연세대학교에서 현재(2022.8.31.)까지 35편의 논문을 출간하였고 그 중 

중국학과 지역학 최고 저널인 The China Quarterl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Modern China, Pacific Affairs, Pacific Review 및 주류 정치학 저널인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Political Science Quarterly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당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문제해결을 위한 14여 편의 

정책연구보고서 및 챕터를 발간하였다. 

▪ 최근 3년간 SSCI저널 4편을 출간하였으며 1편은 게재확정되어 온라인판에 수록되었다. 현재 

Revise and Resubmit 단계의 논문을 포함 복수의 working paper는 주류 정치학과 학문 간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융복합 정치학에 적합한 연구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치학에서의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간의 융합을 기반으로 기존 학문분야의 경계를 넘어서 

‘사물정치(Politics of Things)’, ‘기술정치(Politics of Technology)’, ‘숲의 정치(Politics 

of Forest)’ 등 정치학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을 실험적으로 구상하면서 정치학과 

사회과학의 제 분야, 그리고 이공학과의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 2020년-2022년 외교부, 청와대, 산림청 등의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 외부 연구비 

수주들과 결합하여 연구 성과를 강화하고 문제해결의 정책적 대안 제시로 연결되어 본 

교육연구단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1.2.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역량

▪ 백우열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역량은 연세대 재직 중 4회에 걸친 우수강의 교수상(2018, 

2019, 2020, 2021)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으며, 단순히 기존의 전형적인 정치학 

교과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치학내 융복합적 교과목(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정치체제론, 아시아정치론, 사물정치론) 등을 개설하면서 혁신적 

과학기술에 따른 정치적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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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2019년 ‘정치학과 진로개발’수업을 통해 정치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 저서 ‘정치학과 진로개발: 정치학해서 뭐 해먹고 

살래?(편저서)’를 출간하였고, 이의 후속인 ‘정치학과 미래진로’에 대한 교육적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학과 교수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교육연구단의 목표인 융복합정치학 교육과정 구축의 일환으로 ‘혁신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2021년 2학기)를 새로 개설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Global Strategy 

Lab과 여러 형태의 애드혹 랩(Ad-hoc Lab)인 ‘Multimedia Ad-hoc Lab’, ‘Spatial Politics 

Ad-hoc Lab’, ‘Politics of Forest ad hoc lab’, ‘Politics of Technology lab’, 

‘Conceptual History Ad-hoc Lab’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하며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고 

있다. 

1.3. 교육연구단장의 행정역량

▪ 백우열 교육연구단장은 이미 국내외에 방대한 연구 및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백우열 단장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등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의 다양한 평가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 수립과 국가 및 글로벌 공동체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최근 3년간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연구와 정책 네트워크는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적 문제 해결역량이 확보된 인재 양성’이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학과 및 학교 기관들에서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면서 행정역량을 검증받았으며, 이를 통해서 학내의 다양한 학과들과의 

융복합적 교육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1.4. 최근 3년간 교육연구단장 연구 업적 목록

Paik, Wooyeal, Taedong Lee, Sangyup Lee et al., 2022. “Online Citizen Petitions Related to 

COVID-19 in South Korean Cities: a Big Data Analysi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Online First)

Paik, Wooyeal and Jaejeok Park, 2021.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Balancing"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30.127: 36-52.

Paik, Wooyeal, 2020. “Struggling Foreign Small and Medium-Sized Factories in Coastal China: 

Liquidate, Move, or Fly by Night?” Modern China 46.4: 4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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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k, Wooyeal and Taedong Lee, 2020. "Asymmetric Barriers in Atmospheric Politics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 Case of Particulate Matter (PM)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Politics, Law and 

Economics 20: 123-140

Paik, Wooyeal, 2020. "The Politics of Chinese Tourism in South Korea: Political Economy, 

State-Society Relati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Pacific Review 33.2: 3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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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정치학과
2021년 2학기 18 15 83.33

2022년 1학기 19 15 78.95

<표 1-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표 1-1-2> 최근 1년간(2021.9.1.~2022.8.3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최종건 2022년 1학기 전입 복직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정치학과

2021년 
2학기

64 27 42.19 55 17 30.91 8 3 37.50 127 47 37.01

2022년 
1학기

61 30 49.18 46 14 30.43 7 4 57.14 114 48 42.11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21년 2학기 313.33

22년 1학기 320.00

<표 1-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 최종건 교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한반도 안보성장추진단장,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

군비통제 비서관, 제6대 외교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고 2022년 5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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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3.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대비 실적

<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교육연구단

비전
▶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난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연구체계 구축

교육연구단

목표

▶ 전통적 정치학 접근법이 아닌 문제해결에 최적화된 I-MAP 도입

▶ 문제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 플랫폼인 랩을 통해 I-MAP 구현

▶ I-MAP이 랩 시스템 내에서 교육-연구-실무 선순환을 통해 구현

교육연구단

전략

교육 전략 연구 전략 실무 전략

▪ I-MAP 교육체계 구축

▪ 5개 교육영역 확장

▪ 융복합 교과목 개발

▪ 박사과정 특성화 교육

▪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

▪ 5개 연구영역 확장

▪ 데이터 플랫폼 구축

▪ International-Lab 운영

▪ CCDC 전문화 및 강화

▪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

▪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2.5트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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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역량 영역 목표 대비 실적

사업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교
육
과
정

문제
해결
교육

I-MAP 교과목 강화

ㆍ2021년 2학기 I(4과목), MA(1과목), P(3과목) 개설
ㆍ2022년 1학기 I(1과목), MA(2과목), P(4과목) 개설
- 대표사례 <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
난제> (백우열), <정당의진화> (진영재)

완료/
지속

5개 연구영역 교과목

ㆍ2021년 2학기 1영역(2과목), 2영역(1과목), 3영
역(2과목), 4영역(3과목), 5영역(2과목) 개설

ㆍ2022년 1학기 1영역(1과목), 2영역(1과목), 3영
역(1과목), 4영역(1과목), 5영역(4과목) 개설

완료/
지속

리서치 콜로키움 ㆍ1년간 학기별 3회, 총 6회 실시
완료/
지속

혁신
융합
교육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

정치학 랩 
운영의 제도화

ㆍ운영 규정, 랩 연합 위원회, 지원 규정 확립 완료

정치학 랩
ㆍ총 9개 랩 운영 중, 1개 신규, 1개 중단, 
<Global Strategy Lab> 3개 서브랩 운영

완료/
지속

애드혹 랩 ㆍ총 8개 랩 운영 중, 2개 종료, 7개 신규
완료/
지속

학생주도 
애드혹 랩

ㆍ총 3개 랩 운영 중, 3개 신규 진행

과목 공유
ㆍ2021년 2학기 정치학과 1과목-행정학과 2과목
ㆍ2022년 1학기 정치학과 2과목-행정학과 1과목

완료/
지속

온라인 집중 수업
ㆍOnline Intensive Course 6과목 강의로 해외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 부여

완료/
지속

융복합 워크숍
ㆍ총 3회 시행, 지역정치 2회, 연세-부산 
학술회의 1회

완료/
지속

미래
성공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

ㆍ기존 CCDC 계획 대체, 2022년 1학기 신규 
애드혹 랩 개설 운영 중

진행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

랩 참여 
플랫폼 구축
(물리적)

ㆍ2021년 2학기 구축 완료 및 운영 중
완료/
지속

랩 참여 
플랫폼 구축
(사이버)

ㆍ2021년 2학기 구축 완료 및 운영 중
완료/
지속

진로개발 교과목 ㆍ2021년 2학기 <정치학 교수법> (우병원)
완료/
지속

학생제안 교과목
ㆍ2021년 2학기 <정치학 교수법> (우병원)
ㆍ2022년 1학기 <정치학질적방법론> (서정민)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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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

문제 해결

I-MAP 교과목 강화

ㆍP영역 2021년 2학기 3과목, 2022년 1학기 
4과목 개설 
- 대표사례 <국제환경-에너지정치:이론과 
실천> (이태동)

완료/
지속

사회문제해결 
교과목 개설

ㆍ2021년 2학기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이태동)

ㆍ2022년 1학기 <Theories of Democracy> 
(샤틀한스)

완료/
지속

LearnUs 교육영상
ㆍ2022년 1학기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과 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I (김명섭)

진행

인력양성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ㆍ기간 중 석/박사 및 통합과정생 241명 확보 
95명 참여, 27명 배출 

완료/
지속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ㆍ강태훈 (석사 졸) EY Parthenon 취업
ㆍ이희섭 (석사 졸) ICLEI-East Asia Secretariat 취업
ㆍ하도연 (석사 졸) 한국정치학회에 편집간사로 취업
ㆍ조선빈 (석사 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취업
ㆍ권순환 (석사 졸)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정치학과 박사과정 유학

ㆍ임재현, 이영상, Ma Yue (이상 석사 졸) 동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완료/
지속

대학원생 
연구실적

연구업적물
ㆍ총 18편, 우수등재지 4편(단독 1/공동 3), 등재
지 14편 게재

완료/
지속

학술대회 대표실적
ㆍ총 22회, 국제학술대회 6회, 국내학술대회 16
회 참가

완료/
지속

신진
연구인력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ㆍ김명철 신진연구인력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 임용

ㆍ송경호 신진연구인력 채용
ㆍ연구공간 리모델링 제공

완료/
지속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교육실적

ㆍ최근 1년간 KCI등재지 5편 게재
ㆍ어깨동무 사업과 연계해 지역문제, 정치학 교
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 수행

ㆍ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와 연계하여 강의 우
선 배정

ㆍ융복합 정치학 랩 운영 및 학생주도 애드혹 
랩 지도

완료/
지속

참여교수 
대표실적

교육분야 6개 대표실적

ㆍ<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ㆍ<정당의 진화>
ㆍ<4차산업혁명의 이해 (I)>
ㆍ<정치학질적방법론>
ㆍ<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ㆍ<정치학 교수법>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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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국제화

국제화 및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국제화교육 
TF 

ㆍTF 출범(이태동, 김현정 교수)
ㆍ운영위원회 내에서 기능/역할

완료/
지속

국제화 
교과목 개발

ㆍOnline Intensive Course 6과목 강의로 해외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 부여

완료/
지속

국제학술회의 
지원프로그램 

운영
ㆍISA 등 저명 국제학술대회 6회 참가

완료/
지속

국제학술논문 
발간 

지원프로그램 
운영

ㆍ국제학술지 논문 작성 워크숍 진행
ㆍ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영어논문작성법 특
강으로 대체

완료/
지속

MOU 운영 
및 확대

ㆍMOU를 폐지하고 융복합 정치학 국제 랩 워크
숍을 새롭게 런칭하여 해외대학의 저명 연구
자들과 실질적인 교류 실시

완료/
지속

해외석학초빙 

ㆍ1회성의 교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Online Intensive Course와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플랫폼
을 활용

완료/
지속

랩 시스템 
구축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ㆍStanford University/Arizona State University/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등에 대한 
벤치마킹 리포트 작성

계획

ㆍ501호·502호 대학원생 합동연구실을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컨셉으로 리모델링

완료/
지속

융복합 
국제화 랩

ㆍ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기획 
및 진행

ㆍ총 5차례의 워크숍 진행
ㆍ추후 지속적으로 워크숍 개최 예정

완료/
지속

International
Lab의 확장

ㆍ융복합정치학국제랩워크숍을 총 5회 개최하여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학술교류 실시

ㆍ추후 지속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해외학자
들과 학술교류 진행

완료/
지속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Inbound의 
국제화

ㆍ‘외국인대학원생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 비
공식적 실행(개별 랩에서 실시)

ㆍ향후 공식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들과 
매칭을 통해 한국어 교정/자료 검색 등 지원 

ㆍ외국인 대학생원생들이 자체적으로 런칭한 
Consular Affairs Ad-hoc Lab에 회의비, 랩 매
니저 인센티브 등 재정 지원

완료/
지속

박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지원책

ㆍ해외 리서치 펠로우 2명 선발 완료
ㆍ윤도원 박사과정생: 우즈베키스탄 국립과학아
카데미,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등 2022년 2학기 
파견 예정 

ㆍ박주윤 통합과정생: 미국 University at Buffalo 
2023년 1학기 파견 예정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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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문제해결교육: (1) I-MAP 교과목 강화를 위해 2021년 2학기 8개 과목, 2022년 1학기 7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6개 과목을 개설할 계획임. (2) 5개 연구영역 교과목으로 

2021년 1학기 10개 과목, 2022년 1학기 8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11개 과목을 

개설할 계획임. (3) 매 학기 3회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했으며, 2022년 2학기에도 3회 

계최 예정임

▪ 혁신융합교육: (1)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을 통해 9개 정치학 랩(중단 1개, 신규 1개)에 

106명, 8개 애드혹 랩(종료 2개, 신규 7개)에 65명, 3개 학생주도 애드혹 랩(신규 3개)에 

18명, 총 20개 랩에 189명이 참여하고 있음. 2022년 2학기에 학생주도 애드혹 랩을 추가로 

3개 내외 선정할 예정임. (2) 과목공유를 통해 2021년 2학기 정치학과 1개-행정학과 2개, 

2022년 1학기 정치학과 2개-행정학과 1개 과목을 공유했으며, 2022년 2학기에 

정치학과-사회학과, 정치학과-행정학과 간에 1개 과목씩 공유할 예정임. (3) 온라인 집중 

수업 6과목을 개설해 해외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를 부여함. (4)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에는 어깨동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정치와 정치학 교육을 

주제로 융복합 워크숍을 3회 개최했으며, 2022년 2학기에 2회 계획 중임

▪ 미래성공: (1) 기존의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를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랩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3) 진로개발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에 <정치학 교수법>을 

개설했음. (4) 학생제안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 <정치학 교수법>과 2022년 1학기 

<정치학질적방법론>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미국정치세미나>을 개설할 계획임

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 I-MAP 교과목 강화: 융복합 정치학을 통한 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P 교

과목으로 2021년 2학기 3과목, 2022년 1학기 4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22년 2학기에도 3개 

과목이 개설될 예정임

▪ 사회문제해결 교과목 개설: 2021년 2학기 이태동 교수가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

천>, 2022년 1학기 샤틀 한스 교수가 <Theories of Democracy>를 사회문제해결형 대학원 

교과목으로 개설함

▪ LearnUs 교육영상: 김명섭 교수가 학부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런어스 교육 컨텐츠를 촬영해 전체공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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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지난 1년 동안 재적인원 기준 석/박사 및 통합과정생 241명을 

확보했으며, 95명이 BK21 교육연구단에 참여했고, 27명이 졸업함

▪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석사 졸업생 중 EY Parthenon, ICLEI-East Asia Secretariat, 

한국정치학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등에 취업한 사례,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정치학과 박사과정 등에 유학한 사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한 

사례가 있음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18편의 논문이 

게재됐으며, 이 중 4건이 KCI 우수등재지에 게재됨

▪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이 총 22회 학술대회에 

참여했으며, 이 중 국제학술대회가 6회, 국내학술대회가 16회임

5) 신진연구인력 주요 실적

▪ 소속 신진연구인력들은 최근 1년간 KCI등재지 5편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음 

▪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 본부에서 런칭한 어깨동무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천만원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음. 이를 통해 Local Politics Ad-hoc Lab과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Ad Hoc Lab을 런칭하였고, 해당 랩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이 새로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실험적 연구를 통해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신진연구인력에게 학과 강의를 우선 배치하고, 다양한 융복합 정치학 랩의 운영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하였음

6)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대표사례 1: 백우열 교수의 2021년 2학기 <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신규과목은 

I-MAP 분류상 I(정치적 문제에 대한 규정(Identification)능력), 교육연구영역 구분에서는 

1(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와 융복합적 난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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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례 2: 진영재 교수의 2021년 2학기 <정당의 진화> 신규과목은 I-MAP 분류상 I에 

해당되며, 정당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다룸

▪ 대표사례 3: 이연호 교수의 2021년 2학기 <4차산업혁명의 이해(I)>은 1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4차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개론적으로 

소개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융복합 교과목임

▪ 대표사례 4: 서정민 교수는 대학원 학생제안교과목으로 <정치학질적방법론> 과목의 기존 

커리큘럼을 I-MAP분류 기준 MA형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개설했음

▪ 대표사례 5: 이태동 교수는 2021년 2학기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수업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인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캠퍼스 에너지 리빙랩 교육 

가이드라인”을 출판함

7) 교육의 국제화

▪ 국제화 교과목을 개발하고 언택트 시대의 국제화 교육을 선도하고 위해 런칭한 Online 

Intensive Course가 누적 수강인원 285명을 기록하여 제도화되었음.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New York University(NYU),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WashU) 등 세계적인 연구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하여 2022년 1월과 8월 두 

차례 실시간 온라인 특강 및 Q&A을 실시하였음

▪ 참여대학원생이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ISA) 등 세계적인 국제학술회의에 6회 

참여했고,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 학술논문 출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교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음

▪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개편했고, 외국인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Consular Affair Ad-hoc Lab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홈페이지 오픈,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개별 랩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International Lab을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의 

포맷으로 개편 및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최근 1년 동안 다섯 차례의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최고 수준의 박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박사과정생에게 장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리서치 펠로우를 최초로 선발하였음. 박주윤 통합과정생은 미국 University at Buffalo, 윤도원 

박사과정생은 우즈베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및 알 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로 파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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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역량 영역 목표 대비 실적

사업 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랩 시스템

구축

랩 운영규정 
수정

ㆍ랩 조직 및 재정 운용을 위한 내규 수정
완료/
지속

two-track의 랩

연합위원회 운영

ㆍ참여교수와 랩 매니저 투 트랙으로 구성되는 연합
위원회 운영 및 랩운영 현황 공유 발표회 개최

완료/
지속

리서치 콜로키움 
시행

ㆍ랩 주도 리서치 콜로키움 4회와 2회의 성과발표회 
개최 

완료/
지속

랩 참여 
플랫폼 
구축

사이버 ㆍ랩 중심의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운용
완료/
지속

물리적
ㆍ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컨셉을 벤치마킹해
서 리모델링한 합동연구실 운영

완료/
지속

랩별 재정 지원 
및 자체 재정 
확보 노력

ㆍ대학원 매칭 펀드(10%) 및 어깨동무사업 프로젝트 
비용, 랩별 프로젝트 지원 실시(최근 1년 랩 지원
비 약 750만원 지급)

ㆍ참여대학원생 중, 4명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
술연구교수 B형, 10명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아
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장학금을 받음 

진행

융복합 국제화 
랩 구축

ㆍ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기획 및 
진행

ㆍ총 5차례의 워크숍 진행
ㆍ추후 지속적으로 워크숍 개최 예정

완료/
지속

애드혹 랩
ㆍ총 8개 애드혹 랩과 3개의 학생주도 애드혹 랩이 
운영 중에 있음

완료/
지속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전통적 통계 
교육 심화

ㆍ<계량정치방법론>, <계량정치방법론Ⅱ>, <정치학질
적방법론> 등 방법론 수업 개설

ㆍ국내 방법론 프로그램 참여 지원(총 26명)

완료/
지속

ㆍ데이터 집합 플랫폼 구축 계획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ㆍInternational Lab의 네트워크 활용한 온라인 방법론 
강좌 4개 개설(인과추론,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언스)

완료/
지속

ㆍ사회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행정학과의 연구자들
과 연세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 구축 추진

계획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연계 및 
학제간 융복합 연구 

강화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들과 파트너십 

강화

ㆍ인문, 사회, 이공계 분야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융복합적 연구 강화

지속

ㆍ어깨동무사업을 활용한 지역 연구자와의 파트너십 
구축(현재까지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의 8명의 
지역 연구자 섭외해서 3회 워크숍 개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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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Lab
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확장

ㆍ각 랩의 주도 하에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
랩 워크숍 5회 개최

진행

ㆍ해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및 연구 교류 활동 지속

융복합 랩 운영
ㆍ인문학, 사회과학, 이공계 연구자를 랩원으로 영입
하여 ‘인문학 엽합 융복합 랩’, ‘사회과학 융복
합 랩’, ‘이공계 연합 융복합 랩’ 구축

계획

산업ㆍ사회 기여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

ㆍ학술 및 교육 16건, 언론 2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2건의 실적이 있음.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의 정책이 각 나라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
화, 안보와 동맹, ESG, 지속가능한 에너지 거버넌
스, 경제제재와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함

지속

한국 정치적 

갈등과 협력

ㆍ학술 및 교육 7건, 언론 4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
회참여 3건의 실적이 있음. 국내 정치적 갈등을 이
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를 진행함. 특히, Politics of Forest 
Ad-hoc Lab은 숲 정치 생태계 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했고, 정치학교육 생태계 랩
은 정치학 교육 DB구축을 통해 정치학의 문제상황
을 파악하는데 기여함

지속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ㆍ학술 및 교육 10건, 언론 1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1건의 실적이 있음. 한-호주 협력, 미국
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외교, 중국의 해양법, 
한국의 난민정책, 세계시민교육, 북중 관계 등에 
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함

지속

연구의 

국제화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국제학술회의 

개최

ㆍ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를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으로 대체하였고, 현재까지 5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완료/
지속

국내외 방법론

수강지원 확대

ㆍIPSA-NUS 3명 KOSSDA 25명, 연세대 디지털사회
과학센터 1명 등 총 29명이 이 방법론 특강을 수
강하였음 

완료/
지속

박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ㆍ4개 랩에서 8명의 연구자 영입하여 해외학자 학위
논문 심사위원 풀(pool) 확보

완료/
지속

랩 시스템 

구축

International Lab

의 확장

ㆍ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플랫폼을 
통해 개별 International Lab 위주로 운영되던 국제
적인 연구 협력이 정례화 및 체계화되었으며 현재
까지 5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ㆍ참여교수와 개별 랩에서 운영하는 International 
Lab에서도 국제 교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음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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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랩 시스템 인큐베이팅

▪ 리서치 콜로키움: 랩 주도 리서치 콜로키움 4회와 2회의 성과발표회 개최

▪ 랩 참여 플랫폼 구축: 랩 중심의 연구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운용 및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컨셉을 벤치마킹해서 리모델링한 합동연구실 운영 

▪ 랩별 재정 지원 및 자체 재정 확보 노력: 대학원 매칭 펀드(10%) 및 어깨동무사업 프로젝트 

비용, 랩별 프로젝트 지원 실시(최근 1년 랩 지원비 약 750만원 지급). 참여대학원생의 

활발한 프로젝트 신청(참여대학원생 중 4명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형에 

선정, 10명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선정) 

▪ 융복합 국제화 랩 구축: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기획 및 진행하여 총 5회 

개최해서 랩의 융복합적 성격 강화

▪ 애드혹 랩 운영: 총 8개 애드혹 랩과 3개의 학생주도 애드혹 랩의 운영

2)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 전통적 통계교육 심화: <계량정치방법론>, <계량정치방법론Ⅱ>, <정치학질적방법론> 등 방법

론 수업 개설 및 국내 방법론 프로그램 참여 지원(총 26명)

▪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International Lab의 네트워크 활용한 온라인 방법론 강좌 3

개 개설(인과추론,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언스)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 연구강화

▪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 인문, 사회, 이공계 분야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융복합적 연구 강화. 어깨동무사업을 활용한 지역 연구자와의 파트너십 

구축(현재까지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의 8명의 지역 연구자 섭외해서 3회 워크숍 개최) 

▪ International Lab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확장: 각 랩의 주도 하에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5회 개최.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및 연구 교류 활동

4) 산업ㆍ사회 기여

▪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학술 및 교육 16건, 언론 2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2건의 실적이 있음.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책이 각 나라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안보와 동맹, ESG,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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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에너지 거버넌스, 경제제재와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

▪ 한국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학술 및 교육 7건, 언론 4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3건의 실적이 있음. 국내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

색하는 연구를 진행함. 특히, Politics of Forest Ad-hoc Lab은 숲 정치 생태계 연구체계 구

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했고,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은 정치

학 교육 DB구축을 통해 정치학의 문제상황을 파악하는데 기여함

▪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학술 및 교육 10건, 언론 1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1건의 실적이 있음. 한-호주 협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외교, 중국의 해양법, 

한국의 난민 정책, 세계시민교육, 북중 관계 등에 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함

5) 연구의 국제화

▪ International Lab을 확장하고 체계화한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지금까지 

5회 개최하였음 

▪ 참여대학원생 29명이 IPSA-NUS,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연구센터 워크숍 등 국내외 방법론 워크숍에 참여했음 

▪ 해외대학에 재직 중인 8명의 저명한 연구자들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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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1> 교육 분야 애로사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문제해결교육: I-MAP 및 5개 연구영역 교과목과 대학차원의 혁신사업과의 연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혁신융합교육: 과목공유를 사회과학대학 바깥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미래성공: 진로개발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에 <정치학 교수법>을 개설했으나, 관련 과목

의 정기적 개설이 요구됨

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 사회문제해결 교과목 개설: 2021년 2학기 이태동 교수가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

천>, 2022년 1학기 샤틀 한스 교수가 <Theories of Democracy>를 사회문제해결형 대학원 

교과목으로 개설했으나, 관련 과목의 정기적 개설이 요구됨

▪ LearnUs 교육 영상: 김명섭 교수가 학부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런어스 교육 컨텐츠를 촬영해 전체공개 했으나, 관련 노력의 확대가 요구됨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졸업 이후 취(창)업이 4대보험 수헤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제

도적 한계가 있음.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로를 취(창)업의 일부로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음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 연구논문: 참여대학원생이 단독 혹은 대학원생 간의 협업을 통해 등재지에 게재한 것은 매

우 고무적이나, 랩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업적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

음. 참여대학원생들이 랩 활동 및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학술대회: COVID-19 상황 등에 따라 해외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향

후 해외학술대회 지원 일정 및 방법을 안내하고 온라인 회의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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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진연구인력 주요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한 교육, 연구, 강의, 연구공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전임교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

둠. 또, 대학원 본부에서 런칭한 어깨동무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천만원의 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험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음. 이 외에도 본 교육연구단은 소속 신진연구

인력이 본부 대학원이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학문후속세대 국제공동연구지

원사업 Ⅰ, 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6)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연구역량에 비해 참여교수의 교육역량을 취합/확인하기 어려움. 교육역량과 관련된 참여교

수의 성과를 정례적으로 취합/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분야 애로사항

1) 랩 시스템 인큐베이팅

▪ 참여대학원생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연구비, 연세대 대학원생 아이

디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장학금 등을 통해서 랩의 연구 활동을 진행함. 향후에 교육연구

단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랩원들이 외부 프로젝트/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랩의 자생적 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랩에서 외부 연구기금을 받아왔음. 하지만 이는 

소수의 랩에 제한되어 있음

2)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 데이터 집합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온라인에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의 원본 여부, 출처, 저

작권 위반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진행되어야 함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 연구강화

▪ 인문학, 사회과학, 이공계 연구자/연구기관과의 연구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아

직 랩 차원에서 타 전공 연구자를 랩원으로 영입해서 공동 연구 활동을 추진하지는 못함. 

향후 적극적으로 외부 연구자를 영입해서 현재의 랩을 ‘인문학 연합 융복합 랩’, ‘사회

과학 융복합 랩’, ‘이공계 연합 융복합 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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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ㆍ사회 기여

▪ 3가지 문제영역에서 다양하게 사회 기여 활동이 전개되어 왔음. 다만,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비해 <한국 정치적 갈등과 협력>과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분야의 기여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 분야에서 향후 더 많은 사회 기여 활동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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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문제해결교육: (1) I-MAP 교과목 강화를 위해 2021년 2학기 8개 과목, 2022년 1학기 7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6개 과목을 개설할 계획임. (2) 5개 연구영역 교과목으

로 2021년 1학기 10개 과목, 2022년 1학기 8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11개 

과목을 개설할 계획임. (3) 매 학기 3회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했으며, 2022년 2학기에

도 3회 개최 예정임

 - 혁신융합교육: (1)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을 통해 9개 정치학 랩(중단 1개, 신규 1개)에 

106명, 8개 애드혹 랩(종료 2개, 신규 7개)에 65명, 3개 학생주도 애드혹 랩(신규 3개)에 

18명, 총 20개 랩에 189명이 참여하고 있음. 2022년 2학기에 학생주도 애드혹 랩을 추가

로 3개 내외 선정할 예정임. (2) 과목공유를 통해 2021년 2학기 정치학과 1개-행정학과 2

개, 2022년 1학기 정치학과 2개-행정학과 1개 과목을 공유했으며, 2022년 2학기에 정치

학과-사회학과, 정치학과-행정학과 간에 1개 과목씩 공유할 예정임. (3) Online Intensive 

Course 6과목을 개설해 해외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를 부여함. (4)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에는 어깨동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정치와 정치학 교육을 주

제로 융복합 워크숍을 3회 개최했으며, 2022년 2학기에 2회 계획 중임

 - 미래성공: (1) 기존의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를 변경하여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을 운영

하고 있음. (2)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랩 참여 플랫폼

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3) 진로개발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에 <정치학 교수법>을 

개설했음. (4) 학생제안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 <정치학 교수법>과 2022년 1학기 <정치

학질적방법론>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미국정치세미나>을 개설할 계획임

▪ 산업∙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 I-MAP 교과목 강화: 융복합 정치학을 통한 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P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 3과목, 2022년 1학기 4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22년 2학기에도 

3개 과목이 개설될 예정임

 - 사회문제해결 교과목 개설: 2021년 2학기 이태동 교수가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2022년 1학기 샤틀 한스 교수가 <Theories of Democracy>를 사회문제해결형 대학

원 교과목으로 개설함

 - LearnUs 교육영상: 김명섭 교수가 학부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

는 런어스 교육 컨텐츠를 촬영해 전체공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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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대표사례 1: 백우열 교수의 2021년 2학기 <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신규과

목은 I-MAP 분류상 I(정치적 문제에 대한 규정(Identification) 능력), 교육연구영역 구분에

서는 1(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와 융복합적 난제)에 해당함

 - 대표사례 2: 진영재 교수의 2021년 2학기 <정당의 진화> 신규과목은 I-MAP 분류상 I에 

해당되며, 정당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다룸

 - 대표사례 3: 이연호 교수의 2021년 2학기 <4차산업혁명의 이해(I)>은 1영역에 속하는 과

목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개론적으로 소

개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융복합 교과목임

 - 대표사례 4: 서정민 교수는 대학원 학생제안교과목으로 <정치학질적방법론> 과목의 기존 

커리큘럼을 I-MAP분류 기준 MA형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개설했음

 - 대표사례 5: 이태동 교수는 2021년 2학기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수업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인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캠퍼스 에너지 리빙랩 교

육 가이드라인”을 출판함

 - 대표사례 6: 우병원 교수는 참여교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생들의 교수역량을 키울 수 있

는 <정치학 교수법> 과목을 2021년 2학기에 개설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음. 송경호 신진연구인력이 해당 수업에서 특강을 했음

▪ 교육의 국제화

 - 국제화 교과목을 개발하고 언택트 시대의 국제화 교육을 선도하고 위해 런칭한 Online 

Intensive Course가 누적 수강인원 285명을 기록하여 제도화되었음.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New York University(NYU),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WashU) 등 세계적인 연구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하여 2022년 1월과 8월 두 

차례 실시간 온라인 특강 및 Q&A를 실시하였음

 - 개별 랩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International Lab을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

숍의 포맷으로 개편 및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을 구축하였음. 최근 1년 동안 다섯 차례의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개

최하였음

 - 최고 수준의 박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박사과정생에게 장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

하는 리서치 펠로우를 최초로 선발하였음. 박주윤 통합과정생은 미국 University at 

Buffalo, 윤도원 박사과정생은 우즈베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및 알 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로 파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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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요약

▶ 문제해결교육: (1) I-MAP 교과목 강화를 위해 2021년 2학기 8개 과목, 2022년 1학기 7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6개 과목을 개설할 계획임. (2) 5개 연구영역 교과목으로 2021년 1학기 

10개 과목, 2022년 1학기 8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11개 과목을 개설할 계획임. (3) 

매 학기 3회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했으며, 2022년 2학기에도 3회 개최 예정임

▶ 혁신융합교육: (1)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을 통해 9개 정치학 랩(중단 1개, 신규 1개)에 106명, 8개 

애드혹 랩(종료 2개, 신규 7개)에 65명, 3개 학생주도 애드혹 랩(신규 3개)에 18명, 총 20개 랩에 

189명이 참여하고 있음. 2022년 2학기에 학생주도 애드혹 랩을 추가로 3개 내외 선정할 예정임. 

(2) 과목공유를 통해 2021년 2학기 정치학과 1개-행정학과 2개, 2022년 1학기 정치학과 2개-행정

학과 1개 과목을 공유했으며, 2022년 2학기에 정치학과-사회학과, 정치학과-행정학과 간에 1개 

과목씩 공유할 예정임. (3) Online Intensive Course 6과목을 개설해 해외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

의 수강 기회를 부여함. (4)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에는 어깨동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정치와 정치학 교육을 주제로 융복합 워크숍을 3회 개최했으며, 2022년 2학기에 2회 계획 중

임

▶ 미래성공: (1) 기존의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를 변경하여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을 운영하고 있음. (2) 정

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랩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3) 진로개발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에 <정치학 교수법>을 개설했음. (4) 학생제안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 <정치학 교수법>과 2022년 1학기 <정치학질적방법론>을 개설했으며, 2022년 2학기 

<미국정치세미나>을 개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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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및 당초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비전은 21세기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확산으로 기인한 정치적 난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 혁신 과학기술시대의 정치적 신 난제들은 시공간 분리를 넘어서 초연결된(hyper-connected)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초연결사회는 행위자 상호 간의 취약성과 문제의 복잡

성을 증폭시켰음. 이러한 신 난제들은 기존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단순한 구분 등의 전통

적인 정치학적 접근법, 방법론,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 본 교육연구단은 이러한 전통적 정치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 과학기술시대의 변화

하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정치적 난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문제해결교육’, ‘혁신융합교육’, ‘미래성공’이라는 세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교육 

비전
혁신 과학시대의 정치적 신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 

목표
목표 1: 문제해결교육 목표 2: 혁신융합교육 목표 3: 미래성공

교육 

전략

▪ I-MAP 교육체계 구축

▪ 5개 교육연구영역 확장

▪ 사회문제해결 관련 교과목 

개발

▪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박사과정 특성화 교육

▪ CCDC의 강화

▪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

▪ 연구와 실무 겸비 2.5트랙 

교육

<표 2-1-1> 교육의 비전, 목표 및 전략

1) 문제해결교육

▪ ‘문제해결교육’은 대학원생들이 정치학적 지식의 배움을 통해 개인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회∙산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본 교육연구단은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전략으로 문제해결에 최적화된 

데이터 기반의 융복합 정치학 교육인 I-MAP Education을 구현하고자 함

▪ I-MAP 교육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규정(Identification)능력,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

료를 발굴(Data Mining)하고 분석(Data Analysis)하는 능력, 그리고 정책적 처방(Prescription)

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를 위하여 교육연구영역을 기존의 4영역에서 아래와 같이 5개로 확대하고 신정치난제 규

명과 해결,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교과목 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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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교육연구영역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와 융복합적 난제

제 2 교육연구영역 데이터 사이언스와 정치학 방법론

제 3 교육연구영역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제 4 교육연구영역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제 5 교육연구영역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표 2-1-2> 5개 교육연구영역 확장

2) 혁신융합교육

▪ 본 교육연구단은 기존의 정치적 연구주제별로 구분된 전통적 정치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융합교육’을 목표로 한다. 혁신융합교육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 정치학 

대학원 중에서 최초로 정치학 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 정치학 랩은 핵심 난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연구 영역과 교과목 구분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학생이 합동으로 연구하는 플랫폼을 제공함. 이러한 정치학 랩의 연구 성

과물이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정치학 랩 안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학원의 방법론 과목을 강화하고자 함. 이러한 정치학 랩 운영을 통한 혁신융합교육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생들의 학문적 성장과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 이를 위하여 박사

과정생들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함

3) 미래성공

▪ 대학원생들이 졸업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여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은 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목표임. 이에 따라 본 교육연구단은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지원하여 ‘미래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세 번째 교육 목표로 둠 

▪ 이러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 전략으로 첫째, 기존에 설립된 대학원생 연구 업적과 

배출 실적을 중심으로 진로개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임 

▪ 둘째, 대학원생들의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해 실무 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인적 교류와 네트워

크를 확장하여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러한 진로개발 프로그램

은 연구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2.5 트랙(track)교육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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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실적

사업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교
육
과
정

문제
해결
교육

IMAP 교과목 강화

ㆍ2021년 2학기 I(4과목), MA(1과목), P(3과목) 
개설

ㆍ2022년 1학기 I(1과목), MA(2과목), P(4과목) 
개설함 
- 대표사례 <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
난제> (백우열), <정당의 진화> (진영재)

완료/
지속

5개 연구영역 교과목

ㆍ2021년 2학기 1영역(2과목), 2영역(1과목), 3영
역(2과목), 4영역(3과목), 5영역(2과목) 개설

ㆍ2022년 1학기 1영역(1과목), 2영역(1과목), 3영
역(1과목), 4영역(1과목), 5영역(4과목) 개설함

완료/
지속

리서치 콜로키움 ㆍ1년간 학기별 3회, 총 6회 실시
완료/
지속

혁신
융합
교육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

정치학 랩 
운영의 제도화

ㆍ운영 규정, 랩 연합위원회, 지원 규정 확립 완료

정치학 랩
ㆍ총 9개 랩 운영 중, 1개 신규, 1개 중단, 
<Global Strategy Lab> 3개 서브랩 운영

완료/
지속

애드혹 랩 ㆍ총 8개 랩 운영 중, 2개 종료, 7개 신규
완료/
지속

학생주도 
애드혹 랩

ㆍ총 3개 랩 운영 중, 3개 신규 신규

과목 공유
ㆍ2021년 2학기 정치학과 1과목-행정학과 2과목
ㆍ2022년 1학기 정치학과 2과목-행정학과 1과목

완료/
지속

온라인 집중 수업
ㆍOnline Intensive Course 6과목 강의로 해외
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 부여

완료/
지속

융복합 워크숍
ㆍ총 3회 시행, 지역정치 2회, 연세-부산 학술
회의 1회

완료/
지속

미래
성공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학 교육 랩

ㆍ기존 CCDC 계획 대체, 2022년 1학기 신규 
애드혹 랩 개설 운영 중

신규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

랩 참여 
플랫폼 구축
(물리적)

ㆍ2021-2 구축완료 및 운영 중
완료/
지속

랩 참여 
플랫폼 구축
(사이버)

ㆍ2021-2 구축완료 및 운영 중
완료/
지속

진로개발 교과목 ㆍ2021-2 <정치학 교수법> (우병원)
완료/
지속

학생제안 교과목
ㆍ2021년 2학기 <정치학 교수법> (우병원)
ㆍ2022년 1학기 <정치학질적방법론> (서정민)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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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해결교육

▪ I-MAP 교과목 강화: (1) 정치적 신구난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 신규 개설함과 

동시에 (2) 기존 강의를 I-MAP에 맞춰 재편성함으로써 융복합 정치학을 위한 교과목을 강

화하고 있음

<표 2-1-3> I-MAP 교과목 강화 현황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I

(POL5146) 국제관계와 국제법 연구 (김현정)

(POL6134) 정당의 진화 (진영재)*

(POL7174) 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백우열)*

(YGS6002) 4차산업혁명의 이해(I) (이연호)**

(POL6107) 정보사회의 세계정치 (조화순)

MA (POL7140) 계량정치방법론 II (우병원)
(POL5103) 계량정치방법론 (황태희)

(POL7141) 정치학질적방법론 (서정민)

P

(POL6200)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이태동)

(POL6103) 동아시아국제정치경제사례연구 (조화순)

(POL6119) 한국통일문제세미나 (배종윤)

(POL5122) 한국외교사세미나 (김명섭)

(POL7143) 외교안보세미나 (김우상)

(POL8125) 북한정치외교세미나 (김용호)

(POL8142) 한국외교정책세미나 (배종윤)

* 신규개설 교과목

** 일반대학원 공통 과목으로 타 학과 교수(손광훈, 윤준영, 문일, 함범섭, 이상엽, 임일)와 팀티칭

- 대표사례 1: 백우열 교수의 2021년 2학기 <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신규과목은 

I-MAP 분류상 I(정치적 문제에 대한 규정(Identification) 능력), 교육연구영역 구분에서는 

1(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와 융복합적 난제)에 해당함. 해당 수업은 기존 

정치학에서 간과되어 왔던 기술정치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었음. 수업 

방식 역시 기존의 세미나 양식을 탈피하여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극대화하는 

여러 수단을 궁구하였음

- 대표사례 2: 진영재 교수의 2021년 2학기 <정당의 진화> 신규과목은 I-MAP 분류상 I에 

해당되며, 정당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다룸. 정치 현상을 제도권 정치와 비제도권 정치의 

조합으로 하여, 제도권 정치의 대표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함. 수업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사상적,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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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연구영역 교과목: 교육연구영역을 기존의 4영역에서 아래와 같이 5개로 확대하고 신정

치난제 규명과 해결,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교과목 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2-1-4> 5개 연구영역 교과목 현황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1영역

POL7174) 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백우열)*

(YGS6002) 4차산업혁명의 이해(I) (이연호)**

(POL6107) 정보사회의 세계정치 
(조화순)

2영역 (POL7140) 계량정치방법론 II (우병원) (POL5103) 계량정치방법론 (황태희)

3영역

(POL5146) 국제관계와 국제법 연구 (김현정)

(POL6200)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이태동)

(POL6169) 국제인권의 법과 정치 
(김현정)

4영역

(POL6119) 한국통일문제세미나 (배종윤)

(POL7170) 한국현대정치외교사 (김명섭)

(POL8122) 북한정치외교콜로키움 (김용호)

(POL5122) 한국외교사세미나 (김명섭)

5영역

(POL6103) 동아시아국제정치경제사례연구 
(조화순)

(POL8132) 일본정치연구 (김상준)

(POL6131) 일본과동아시아 (김상준)

(POL8125) 북한정치외교세미나 (김용호)

(POL8142) 한국외교정책세미나 (배종윤)

(POL8194) 중국정치론 (백우열)

* 신규개설 교과목

** 일반대학원 공통 과목으로 타 학과 교수(손광훈, 윤준영, 문일, 함범섭, 이상엽, 임일)와 팀티칭

- 대표사례: 이연호 교수의 2021년 2학기 <4차산업혁명의 이해(I)>은 1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4차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개론적으로 소개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융복합 교과목임. 4차산업혁명과 핵심 기술, 딥러닝 기술 

및 응용, 4차 산업혁명기술의 사회적 충격, 4차산업혁명을 위한 메카트로닉스 기술, 기계학

습을 이용한 사회과학 연구, 산업분야 미래기술, 의료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과 미래 비즈니스 등의 주제를 다룸.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

난 새로운 산업과 사회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역으로 이

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

▪ 리서치 콜로키움: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존에 실시해 왔던 BK 학술 

콜로키움을 정치학 랩과 연합하여 리서치 콜로키움으로 발전시킴. 개별 랩 또는 랩 합동으

로 패널 구성하도록 하고, 랩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대학원생을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별도의 

자유공모 패널 조직함. 한 학기에 3회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그 중 2회는 랩 중심의 

콜로키움으로, 1회는 전체 지원대학원생의 성과발표회로 대체하기로 계획함. 랩 중심 리서

치 콜로키움은 2-3개 랩 패널과 1개 자유공모 패널로 구성했으며, 성과발표회는 A세션(애드

혹랩 발표), B세션(논문게재자 및 학위수여자 발표), C세션(지원대학원생의 연구성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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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로 구성함

   - 2021년 제4회 리서치 콜로키움: 2021년 9월 29일 (수)

   - 2021년 제5회 리서치 콜로키움: 2021년 11월 24일 (수)

   - 2022년 제1회 리서치 콜로키움(성과발표회): 2022년 1월 26일 (수) 

   - 2022년 제2회 리서치 콜로키움: 2022년 3월 23일 (수)

   - 2022년 제3회 리서치 콜로키움: 2022년 5월 20일 (금), 21일 (토), 25일(수)

   - 2022년 제4회 리서치 콜로키움(성과발표회): 2022년 7월 20일 (수)

2) 혁신융합교육

▪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

- 정치학 랩 운영 취지와 목표: 정치학 랩은 기존의 연구 영역과 교과목 구분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핵심 난제 해결을 위하여 합동으로 연구하는 플랫폼임. 정치학 

랩은 집단적 분업과 협업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추구(solution-seeking)를 위한 융복합적 연구를 

추구함. 정치학 랩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의 제시, 개방적인 교육

환경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함. 랩의 연구 성과물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교육과 연구의 선순

환 구조를 만들어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문제해결의 I-MAP 교육을 구현하는데도 기여할 것

을 기대함. 정치학 랩에서 대학원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타 학과,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함으로써 졸업 이후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blaze a new trail)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될 것임

- 정치학 랩 운영의 제도화: 정치학 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랩 운영 규정을 마련

함. 각 랩의 매니저를 BK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선발하도록 했으며, 랩 매니저는 랩의 운영과 

교육연구단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또한 

BK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랩 연합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랩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랩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랩 연합 위원회는 BK

운영위원과 랩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랩 연합위원회장은 BK교육연구단장이 맡도록 함. 마지

막으로, BK 교육연구단에서 개별 정치학 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방법

을 규정에 구체화함

- 정치학 랩: 1-2년차 목표인 정치학 랩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을 조기 달성해 지

속 운영 중에 있음. 평가 기간 동안 정치학 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백우

열 교수의 <Political Interaction Lab>은 <Global Strategy Lab>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3개 

서브랩(Russia-Eurasia-Europe Dynamics Lab, New Southern Policy Lab, Economic Security 

Lab)을 개설함. 이연호 교수는 사회과학대학 학장 부임에 따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Lab>

의 운영을 중단했으나, 김명섭 교수의 <History and Politics Lab>이 신규 개설되어 총 9개 정

치학 랩이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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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정치학 랩 현황

- 애드혹 랩(Ad-hoc Lab): 애드 혹 랩은 융복합 정치학의 자생적인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기

존 정치학 랩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자 함. <Conceptual History Ad-hoc Lab>과 <Spatial Politics Ad-hoc 

Lab>은 과업 달성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종료되었음. 신규 애드혹 랩으로 2021년 하반기

와 2022년 상반기에 <Politics of Forest Ad-Hoc Lab>, <Journal Management Ad-hoc Lab>, 

<Politics of Technology>, <Societal Security Studies Ad-hoc Lab>, <Local Politics Ad-hoc 

Lab>,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nd Unification Ad-hoc Lab>이 신규 개설되어 총 8개 애드혹 랩이 운영 중임

설립
시기

랩 명칭
참여
교수

연구주제
인원
2021-2

인원
2022-1

2020년 
이전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이태동
환경, 에너지 문제를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

9명 10명

2020년 
이전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

조화순
국제, 국내 정치경제를 위시해 사회
과학 전반을 망라하는 융복합적 연구

5명 5명

2020년 
하반기

Global Strategy Lab

(Political Interaction Lab 
변경)

백우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 상호작용
에 초점을 맞추어 융복합적 주제 
연구
[서브랩] Russia-Eurasia-Europe Dynamics 
Lab
[서브랩] New Southern Policy Lab
[서브랩] Economic Security Lab

10명 12명

2020년 
하반기

Economic Statecraft Lab
황태희
우병원

경제적 레버리지를 이용해 외교정
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에 대한 
연구

14명 13명

2020년 
하반기

Political Mechanism Lab 김상준
문제인식과 메커니즘 분석의 정치
연구

16명 17명

2020년 
하반기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서정민
기존 정치학이 수용하지 못한 비전
통적 정치학 접근방법에 입각한 연
구

14명 17명

2021년 
상반기

Maritime Order & Issues Lab
배종윤
김현정

해양안보, 해로안전, 해양법, 해양환
경 등 각종 해양정책 연구

7명 9명

2021년 
상반기

Capitalism and Democracy Lab 이연호
21세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융
합과 충돌 연구

3명 중단

2021년 
상반기

Text Mining North Korea 김용호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심층분석 수행 및 기존의 크렘린놀
로지를 발전 및 보완한 방법론 제
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5명 5명

2022년 
상반기

History and Politics Lab 김명섭

역사와 정치의 학제적 결합(정치사)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발명되었
거나 왜곡되어 온 과거에 대한 정
치적 분석을 시도

-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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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애드혹 랩 현황

설립
시기

랩 명칭
랩 

책임자
연구주제

인원
2021-2

인원
2022-1

2021년 
상반기

Conceptual History 
Ad-hoc Lab

김현
송경호

새로운 개념사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
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구모임

11명 종료

2021년 
상반기

Spatial Politics Ad-hoc 
Lab

백우열
연구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 문제 해결의 애드혹 랩

3명 종료

2021년 
상반기

Multimedia Ad-hoc Lab
백우열
송경호

웹사이트 구축 및 멀티미디어를 사용
한 교육연구단 연구성과 홍보

7명 4명

2021년 
하반기

Politics of Forest 
Ad-Hoc Lab 

백우열

산림 관련 정치 현상에 대해 연구하
고, 산림연구 타 분야와의 연계하여 
생태계를 구축하며, 변화된 환경 여
건에서의 산림정책 발전방향 및 새로
운 해법을 모색

8명 8명

2021년 
하반기

Journal Management 
Ad-hoc Lab

배종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KCI급 통일연구와 SCOPUS인 
NKR, JTMS 저널을 중심으로 저널 운
영 및 편집에 관한 실무적 능력을 함
양 

7명 6명

2022년 
상반기

Politics of Technology
백우열
송경호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유
와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적 골격 분석 프
레임워크(political backborn analysis 
framework)를 구축 

- 8명

2022년 
상반기

Societal Security Studies 
Ad-hoc Lab

서정민

사회 안보의 다양한 현상을 통해 안
보 연구의 전통적 접근 방식을 비판
하고 사회 안보의 정치적 의미를 탐
구

- 5명

2022년 
상반기

Local Politics Ad-hoc Lab 최재동
지역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연
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는 한
편, 정책 방안을 도출

- 15명

2022년 
상반기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
김현

혁신 과학기술의 등장과 COVID-19의 
장기화, K-12 인구 감소로 인해 야기
된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미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정치 교육 모델을 모색

- 4명

2022년 
상반기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nd 

Unification Ad-hoc Lab
배종윤

남북 문화교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
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이해하고 이러
한 교류가 통일 연구에 어떤 학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색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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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주도 애드혹 랩: 학생주도 애드혹 랩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동기를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플랫폼으로, 지도교수(참여교

수) 없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함. 2022년 1학기 선발 과정을 거쳐 3개 랩을 지원했음

<표 2-1-7> 학생주도 애드혹 랩 현황

▪ 과목 공유: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과목공유

(cross-listing)를 통해 학과 간 과목공유 및 과목 교차 인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타 학과 개

설과목으로도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하였음. 학과 간 과

목공유를 통해 타 학과의 특정 개설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도 전공으로 인정함. 과목공유는 

일시적 전공 인정이 아닌, 상시적 전공 인정을 뜻하며 학과 간의 협의를 통해 공유할 과목

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함. 본 정치학과는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

목을 개설하여 타 학과와의 과목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내 과목공유

를 타 단과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임

<표 2-1-8> 과목공유 교과목 개설 현황

학기 학정번호 과목명 (교수명) 공유 학과

2021년 2학기

POL6200 국제환경-에너지정치:이론과실천 (이태동) 정치학과

PUB6509 정책형성론 (엄태호) 행정학과

PUB8502 정책 문제 세미나 (양재진) 행정학과

2022년 1학기

POL6104 정치경제론 (이연호) 정치학과

POL6169 국제인권의법과정치(김현정) 정치학과

PUB7711 복지행정론 (양재진) 행정학과

설립
시기

랩 명칭 랩 매니저 연구주제
인원
2021-2

인원
2022-1

2022년 
상반기

Mixed-methodology for 
Intra-disciplinary 
Commun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Ad-Hoc Lab

정민경

정치학 내의 분과 간의 소통을 촉
진시키고 이를 위한 공통의 접점으
로서의 혼합방법론을 사용하여 지
속적인 연구 생산 모델을 도출

- 9명

2022년 
상반기

Polython Ad-hoc Lab 임현진

학생주도 학습 세션과 정치학 분야
와 관련된 질문을 다루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파이썬 프로그래
밍 언어에 대한 지식을 공유

- 5명

2022년 
상반기

Consular Affairs Ad-hoc 
Lab

KERDODÉ 
Christophe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해 온 영사 기
관의 개념화 과정과 문화적 영역에
서 다양하게 구체화되어 온 영사 
사무를 연구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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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집중 수업: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화 학술역량(fundamental) 증진을 위해 Online 

Intensive Course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국제화 교과목을 개발하였음. 본 교육연구단

은 영어강의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Online Intensive 

Course는 모든 강의와 Q&A가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여대학원생들이 자연스럽게 국

제적 학술 교류에 참여하고 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Online Intensive Course는 

단순히 영어강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최신 연구

방법론과 연구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술역량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다양한 연구방법론 강의를 제공하여 연구방법론 학습의 체계화에 기여하

였음.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의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부분 참조

<표 2-1-9> Online Intensive Course 운영 현황

▪ 융복합 워크숍: 21세기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 정치적 新舊
난제들은 기존의 전통적 정치학 접근법, 방법론, 지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교육연구단은 정치학과 사회과학 전반 및 이공학계열과의 융복합 교육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기존의 구호 수준에 그쳤던 정치학의 전정한 융복합화를 이루기 위하여 융

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에는 어깨

동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정치와 정치학 교육을 주제로 워크숍을 3회 개최했음

<표 2-1-10>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 진행 현황

제3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

▪ 주제: 지방소멸인가? 지방소멸 담론인가? 이 정치적 게임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대의 지역문제 규정하기

▪ 일시: 2021년 12월 21일

시간 내용 참석자

15:00-15:10 개회사 백우열(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강의자 소속 날짜 수업내용

1 In Song Kim MIT
1월 18, 20, 25일

10:00-1:00 (6h)
인과추론

2 Cheng-Chwee Kuik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1월 19, 21일

14:00-17:00 (6h)
동남아 국제관계

3 Dino Christenso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월 19일

09:00-11:00 (2h)
네트워크 분석

4 Hye Young You New York University
8월 22, 23일 

15:00-18:00 (6h)

이익집단 정치경제,

로비데이터 분석

5 James Bisbee Vanderbilt University
8월 24, 25일

9:00-12:00 (6h)

소셜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6 Cheng-Chwee Kuik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8월 24일

14:00-16:00 (2h)
동남아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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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6:20

[세션1] 발표

사회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발표1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사례를 통해 찾아

보는 지역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

발표2
구본상(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갈등 중인 국가에 대한 태도: 성

격 특성 기반 분석” 

발표3
서재권(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앙-지방 간 정부신뢰의 탈동조

화: 부산과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4
황정화(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스마트 시티의 이상

과 민주주의” 

16:30-17:30

[세션2] 라운드테이블(자유토론) “지방소멸인가? 지방소멸 담론인가? 이 정치적 게임

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사회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토론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본상(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재권(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정화(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김현(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최재동(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제4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

▪ 주제: 인구소멸? 재정미자립? 중앙-지방 양극화? 다문화와 사회통합? 무엇이 지역문제인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문제의 개념짓기

▪ 일시: 2022년 2월 7일 
시간 내용 참석자

15:00-16:00

[세션1] 기조발표
사회 최재동(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발표
김범수(연세대 디지털 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지방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16:00-18:00

[세션2] 라운드 테이블
사회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토론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본상(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재권(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정화(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김현(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김명철(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범수(연세대 디지털 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박영득(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유진(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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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

▪ 주제: 지역정치와 정치학교육

▪ 일시: 2022년 5월 20일-21일 

시간 내용 참석자

20일

15:00-15:10 

개회사 이재식(부산대 사회과학대 학장)

환영사 서재권(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일

15:10-16:30

[세션1] 지역정치 애드혹 랩

사회 서재권(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최재동(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정치학적 지역통합지수 개

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구본상(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수(연세대 디지털 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김현(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박재석(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이승우(울신대 박사과정)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정화(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20일

16:30-18:30

[세션2] 지역정치 라운드 테이블

사회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발표1

김현(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김범수(연세대 디지털 사회과

학센터 연구교수) “전면개정 지방자치법과 '주민주권시대': 주민주권론은 

지방자치에 유용한 이론인가?”

발표2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우(울신대 박사과정), “부울경 

지역의 '마이크로 브루어리: 지방 맥주의 경제”

발표3

황정화(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부동산 개발과 자

산 격차의 시대, 20대 청년들의 지방 인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의 

『도시정치』 수강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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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4
김형우(부산대 석사과정),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청년층의 정치행태 –
성차현상을 중심으로”

토론

구본상(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충식(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재석(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서재권(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재동(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21일

09:30-11:00

[세션3] 정치학교육 애드혹 랩

사회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발표

김현(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나순권(정치학교육랩 자문), “교육 통계자료를 통해 본 한

국 정치학: 2008-2021년을 중심으로”

토론

구본상(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수(연세대 디지털 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김숭배(부경대 일본학과 교수)

박재석(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서재권(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재동(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21일

11:00-12:30

[세션4] 정치학교육 라운드테이블

사회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토론

구본상(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수(연세대 디지털 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김숭배(부경대 일본학과 교수)

김현(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나순권(정치학교육랩 자문)

박재석(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서재권(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재동(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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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집합 플랫폼: 해외 최고의 대학과 경쟁하기 어려운 국내 교육 여건을 감안하고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 자료

를 집합한 온라인 데이터 집합 플랫폼을 정치학 랩이 주도하여 구축하고 이를 대학원 교육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온라인에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의 원본 여부, 출처, 그리고 

저작권 위반 등의 사안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런칭을 

목표로 데이터 구축 중. 이 밖에 설문조사 관련 최신 소프트웨어인 퀄트릭스(Qualtrics)구독 

가능 여부를 타진 중

3) 미래성공

▪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 본 교육연구단은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를 개편해서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을 조직함. CCDC의 경우 학생의 단기적 경력개

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미래 커리어를 위한 정치학 교육 랩은 정치학 교육 생태

계 전반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랩에서는 일차적으

로 대학의 정치학 관련 학부/대학원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21년 사이

의 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정치학 교육 현황 DB를 구축하고, 성과를 2022년 5월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에서 발표함  

▪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 본 교육연구단은 정치학 랩 시스템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

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여러 새로운 정치학 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랩 연합위원회가 참여교수와 학생의 투 트랙으로 구축되어 각 랩별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었고, 랩 참여 플랫폼이 사이버와 물리

적 두 가지 차원에서 구축이 완료됐음. 각 랩 중심의 패널로 구성되는 리서치 콜로키움 역

시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해서 대학원생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

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음

- 랩 참여 플랫폼 구축(사이버): 사이버 플랫폼은 교육연구단의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웹사이트/멀티미디어 기반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축됨. 사이버 플랫폼의 경우 단

순히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서 리빙랩(Living Lab) 개념을 도입한 대학

원생 중심의 <Multimedia Ad-hoc Lab>이 주도해서 구축하였음. <Multimedia Ad-hoc Lab>은 

본 교육연구단의 웹사이트에 대한 기획, 디자인, 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랩으로, 교육연구단 

단장과 웹서비스 기획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되었음. 웹사이트 구축

이 완료된 2022년 1학기부터는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컨텐츠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3~4명으

로 규모를 축소함. 신규 구축된 본 교육연구단의 웹사이트는 융복합 정치학의 새로운 지평

을 열기 위한 온라인/멀티미디어 공간을 구상, 구축, 공유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랩 구성원들에게 창조를 통한 학습(Learning by 

creating)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성격 역시 내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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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참여 플랫폼 구축(물리적): 물리적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석사/박사과정 합동연구실을 리

모델링했음. 대학원생과 랩 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함을 동시에 융복

합적인 사고를 위한 개방형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Stanford University

의 d.school 컨셉을 벤치마킹하였음. 학생들의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기존 석사/박사

과정 합동연구실(연희관 501, 502호)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진단 평가를 내린 후 이 공간을 

각 랩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생-신진연

구인력-참여교수-외부전문가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연구실과 연구에 집

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었음. 2022년 1학기에 웹사이트 구성이 완료되어 사이버 

공간과 함께 온/오프라인 랩 참여 플랫폼이자 융복합 교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진로개발(Learn and Blaze) 교과목: 우병원 교수는 참여교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생들의 교

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치학 교수법> 과목을 2021년 2학기에 개설하여 박사 학위를 취

득한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음. 송경호 신진연구인력이 해당 수업에서 

특강을 했음

▪ 학생제안 교과목: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제안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음. 본 정치학과는 대학원생의 미래성공을 위한 교육 

강화 맥락에서, 2021년 2학기에 우병원 교수가 <정치학 교수법>, 2022년 1학기에 서정민 교

수가 <정치학질적방법론>을 학생제안교과목으로 개설함

- 대표사례: 서정민 교수는 대학원 학생제안교과목으로 <정치학질적방법론> 과목의 기존 커리

큘럼을 I-MAP분류 기준 MA형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개설했음. 본 교과목의 개설을 통해 학

생들에게 질적방법론을 사용해 정치학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

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제공함. 정치학 연구방법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론

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정치학 연구자로서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학생이 제안한 이 교과목에서 수강생들은 15주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Case Studie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terpretation, Discourse Analysis, Interview, Narrative 

Methods, Fieldwork, Ethnography, Archival research, Grounded Theory Research, 

Phenomenology와 같이 다양한 방법론을 학습했음. 수강생들은 매주 새로운 방법론으로 연구

하고 싶은 각자의 연구 질문과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며 서로 다른 

연구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질적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또한, 각각의 방법론이 정치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 및 국내외 학계

에서 갖는 역사적, 수행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치학 질적방법론에 대한 이해에 깊이

를 더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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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계획

1) 문제해결교육

▪ I-MAP 교과목 강화: (1) 정치적 신구난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 신규 개설함과 

동시에 (2) 기존 강의를 I-MAP에 맞춰 재편성함으로써 융복합 정치학을 위한 교과목을 강

화해 나갈 것임. 2022년 2학기 I-MAP 교과목 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1-11> I-MAP 교과목 강화 계획

2022년 2학기

I
(POL5102) 한국정치론 (진영재)

(POL5146) 국제관계와국제법연구 (김현정)

MA (POL7140) 계량정치방법론 II (우병원)

P

(POL5183) 국제분쟁과경제제재사례연구 (황태희)

(POL6155) 시민사회와NGO정치학:이론과실천 (이태동)

(POL8122) 북한정치외교콜로키움 (김용호)

▪ 5개 연구영역 교과목: 교육연구영역을 기존의 4영역에서 아래와 같이 5개로 확대하고 신정

치난제 규명과 해결,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교과목 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음. 

2022년 2학기 5개 연구영역 교과목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1-12> 5개 연구영역 교과목 계획

2022년 2학기

1영역 (SOC7625) 디지털사회학 (강정한)*

2영역 (POL7140) 계량정치방법론 II (우병원)

3영역

(POL5146) 국제관계와국제법연구 (김현정)

(POL5183) 국제분쟁과경제제재사례연구 (황태희)

(POL6151) 지정학 (김명섭)

(POL6155) 시민사회와NGO정치학:이론과실천 (이태동)

4영역

(POL5102) 한국정치론 (진영재)

(POL6119) 한국통일문제세미나 (배종윤)

(POL8122) 북한정치외교콜로키움 (김용호)

5영역
(POL6143) 동아시아 국제관계 (최종건)

(POL8132) 일본정치연구 (김상준)

* 사회학과 과목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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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치 콜로키움: 매 학기 3회 개최 계획에 따라 2022년 2학기에도 성과발표회 1회를 포함

해 3회 개최할 예정임

2) 혁신융합교육

▪ 정치학 랩 시스템 안정화 및 자생성 확보: 사업 3-4차년도에는 랩 기반 연구 플랫폼을 완성

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책이 도출할 계획임. (1) 여러 독립적인 랩을 ‘이

공계 연합 융복합 랩’, ‘인문학 융복합 랩’, ‘사회과학 융복합 랩’의 세 가지 연구 플

랫폼으로 연합하여 타 연구분야 전문가와 합동 연구를 시행할 것임. (2) 또한, 데이터 허브

와 관련 연구 시설을 구축하여 랩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임. 관련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대

학원 본부에서 지원되는 매칭 펀드와 더불어 참여 연구진은 외부 기관과 연구소에서 연구

비를 적극 수주하여 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학생주도 애드혹 랩: 학생주도 애드혹 랩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동기를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플랫폼으로, 지도교수(참여교

수) 없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함. 2022년 1학기 선발 과정을 거쳐 3개 랩을 지원했으며, 2022

년 2학기에도 9월 중 3개 내외의 랩을 추가 선발할 계획임

▪ 과목공유: 정치학과는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여 타 학과와

의 과목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내 과목공유를 타 단과대학으로 확대

할 계획임. 2022년 2학기 과목공유 교과목 개설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1-13> 과목공유 교과목 개설 계획

학기 학정번호 과목명 (교수명) 공유 학과

2022년 2학기

POL5102 한국정치론 (진영재) 정치학과

SOC7625 디지털사회학 (강정한) 사회학과

POL6155 시민사회와NGO정치학:이론과실천 (이태동) 정치학과

PUB9990 현대국가세미나 (박나라) 행정학과

▪ Online Intensive Course: 대학원 본부와 연계하여 추진을 계획했던 해외석학 초빙은 글로벌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회성에 그치는 단

기 석학 초빙 강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음. 지금까지의 교류 성과와 

학생 만족도를 고려해 볼 때, 본 교육연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집중 수업

과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플랫폼이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음. 따라서 이상의 교

육 프로그램들의 내실을 더 다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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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워크숍: 2022년 2학기에는 어깨동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정치와 정치학 교육

을 주제로 2회의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음

▪ 데이터 집합 플랫폼(신규): 해외 최고의 대학과 경쟁하기 어려운 국내 교육 여건을 감안하

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미디

어 자료를 집합한 온라인 데이터 집합 플랫폼을 정치학 랩이 주도하여 구축하고 이를 대학

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3) 미래성공

▪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학 교육 랩: 기존 CCDC를 대체하는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에서는 교육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한편, 정치학 관련 강의 계획서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할 예정임

▪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 본 교육연구단은 정치학 랩 시스템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

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여러 새로운 정치학 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랩 참여가 대학원생의 진로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

치학 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임

▪ 학생제안 교과목: 본 정치학과는 대학원생의 미래성공을 위한 교육 강화 맥락에서, 2022년 

2학기에 <미국정치세미나>를 학생제안 교과목으로 개설할 예정임

▪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리포트(신규): 본 교육연구단은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Arizona State University의 온라인 학부/대학원 과정,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대학원생 세미나를 문제해결형 융복합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음. 실

제 디스쿨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적 협력(radical collaboration), 현실세

계 프로젝트(real-world projects), 난제에 대한 실험적 도전(unbounded problems), 자발적 참

여문화(100% opt-in culture)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한편, 애리조나 주립

대학을 방문하여 언택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홍콩중문대학의 사

례를 참고하여 매년 대학원생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고의 석학들과 학문적 교

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음. 그러나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 방문이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 벤치마킹 대상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리포트>(가제)를 작성할 계

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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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산업∙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요약

▶ IMAP 교과목 강화: 융복합 정치학을 통한 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P 교과목으

로 2021년 2학기 3과목, 2022년 1학기 4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22년 2학기에도 3개 과목이 개설

될 예정임

▶ 사회문제해결 교과목 개설: 2021년 2학기 이태동 교수가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2022년 1학기 샤틀 한스 교수가 <Theories of Democracy>를 사회문제해결형 대학원 교과목으로 

개설함

 

▶ LearnUs 교육영상: 김명섭 교수가 학부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런어

스 교육 컨텐츠를 촬영해 전체공개 했음

 

<표 2-1-14> 사업목표 및 달성 현황

사업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산업·사회

문제 해결

I-MAP 교과목 강화

ㆍP영역 2021년 2학기 3과목, 2022년 1학기 4과
목 개설 
- 대표사례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
천> (이태동)

완료/
지속

사회문제해결 교과목 개설

ㆍ2021년 2학기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이태동)

ㆍ2022년 1학기 <Theories of Democracy> (샤틀
한스)

완료/
지속

LearnUs 교육영상
ㆍ2022년 1학기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
체제의 탄생과 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I 
(김명섭)

신규

<1> 목표 및 당초 계획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수업 신설

▪ 정치학 랩 신설을 통해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치학 랩에서 

관련 문제들을 연구하고 연구 경험과 결과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육과 연구의 선순

환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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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실적

▪ I-MAP 교과목 강화: I-MAP 교과목 모두가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융복합 정치학을 통한 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P 영역의 과목들이 이와 

관련됨. P 영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다음을 꼽을 수 있음

<표 2-1-15> I-MAP 교과목 중 정책적 처방(Prescription) 관련 교과목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P

(POL6200)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이태동)

(POL6103) 동아시아국제정치경제사례연구 (조화순)

(POL6119) 한국통일문제세미나 (배종윤)

(POL5122) 한국외교사세미나 (김명섭)

(POL7143) 외교안보세미나 (김우상)

(POL8125) 북한정치외교세미나 (김용호)

(POL8142) 한국외교정책세미나 (배종윤)

- 대표사례: 이태동 교수는 2021년 2학기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수업을 바탕으

로 연구보고서인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캠퍼스 에너지 리빙랩 교육 가이드

라인”을 출판함. 본 수업은 I-MAP분류 기준 P 유형(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세울 수 있

는 능력 함양)에 해당하며 교육연구영역 분류 기준 제3 교육영역인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발전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해당함. 별도기준으로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과목 공유

(cross-listing) 교과목 개설에 해당하며 특이사항으로는 사회문제해결형 수업이라는 점이 있

음. 이 수업은 교실을 넘어서 실제로 사회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학계의 전문성을 바탕

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보다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수업이며, 또한 PBL 

(problem/project-based learning)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문제해결 교과목 개설: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문제해결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음. 이에 따라 2021년 2학기 이태동 교

수가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2022년 1학기 샤틀 한스 교수가 <Theories of 

Democracy>를 사회문제해결형 대학원 교과목으로 개설함

▪ LearnUs 교육영상: 김명섭 교수는 학부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역사정치학 

관련 올바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저서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과 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I에 관한 LearnUs 교육 영상을 촬영해 전체 공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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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 I-MAP 교과목 강화: I-MAP 교과목 중 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P 영역의 

과목들로 2022년 2학기에 다음과 같은 과목이 계획되어 있음

<표 2-1-16> I-MAP 교과목 중 정책적 처방(Prescription) 관련 교과목 개설 계획

2022년 2학기

P

(POL5183) 국제분쟁과경제제재사례연구 (황태희)

(POL6155) 시민사회와NGO정치학: 이론과 실천 (이태동)

(POL8122) 북한정치외교콜로키움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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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 )는 참여대학원생 수

▪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 및 배출: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의 국제화 및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 및 배출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확보 및 배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2-2> 외국인 유학생 확보 현황

학기 과정 성명 국적

2021년 2학기

석사 NING, LI 중국

석사 LIU, JINMING 중국

박사 정유진 캐나다

2022년 1학기

석사 HARA, KENTO 일본

석사 NAKAI, SHOICHIRO 일본

석사 SUN, XIAO 중국

<표 2-2-3> 외국인 유학생 배출 현황

학기 과정 성명 국적

2021년 2학기

석사 정유진 캐나다

석사 HU CHIH-CHIEH 대만

석사 CHIFAMBA NATALIE 우간다

2022년 1학기 석사
SETTHAYANON 
PATCHARIN

태국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1년 2학기 64 (27) 55 (17) 8 (3) 127 (47)

2022년 1학기 61 (30) 46 (14) 7 (4) 114 (48)

계 125 (57)) 101 (31) 15 (5) 241 (95)

배출 

(졸업생) 

2021년 2학기 14 (8) 1 (0) 15 (8)

2022년 1학기 10 (6) 2 (0) 12 (6)

계 24 (14) 3 (0) 27 (14)

<표 2-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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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1> 목표 및 당초 계획

▪ 우수 학부생의 정치학 랩 연구 참여 기회 확대와 학석사 연계과정 활용을 통한 인재의 조기 

발굴

▪ 타대생과 타전공생의 선발을 늘려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문제점을 직관하는 (I-MAP에서 

Identification 능력이 탁월한) 비판적 사고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

▪ 국내외 초학문경계적 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인재의 선발 강화(Inbound의 국제화 달성)

▪ 장학금 수혜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을 적극 지원

▪ 해외 리서치 펠로우 파견 제도 구축

<2> 현황 및 실적

▪ 최근 1년간 석사과정 125명, 박사과정 101명, 석박사 통합과정 15명 등 총 241명을 확보함. 

이 중 2021년 2학기 47명(석사 27명, 박사 17명, 통합 3명), 2022년 1학기 48명(석사 30명, 

박사 14명, 통합 4명)이 BK 참여대학원생으로 활동

▪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생 역시 정치학 랩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음

<표 2-2-4> 정치학 랩 학석사연계과정/학부 구성원 참여 사례

소속 랩 학석사연계과정/학부 구성원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박시현(학석사연계과정)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nd 
Unification Ad-hoc Lab    허재성, 오윤서, 이예본, 류하연(이상 학부생)

 Politics of Forest Ad Hoc Lab 박지훈(학석사연계과정), 윤채영, 신민경(이상 
학부생)

Economic Statecraft  차유연(이상 학부생)

Global Strategy Lab 박지훈(학석사연계과정)

▪ 2021년 2학기 32명(석사 16명, 박사 13명, 통합 3명), 2022년 1학기 35명(석사 21명, 박사 10

명, 통합 4명) BK 연구장학금 수령

▪ 진로개발 교과목으로 2021년 2학기에 <정치학 교수법>을 개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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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글로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선제적으로 펼쳤음. 시도 중 하나로 박사과정생에게 장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

하는 리서치 펠로우를 최초로 선발한 것을 들 수 있음. 박주윤 통합과정생(미국)과 윤도원 박

사과정생(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선발하였음. 리서치 펠로우로 선발될 경우 3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연수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생활비, 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개인 연구를 진행하거나 파견기관의 수요에 따라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는 연수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를, 종료 후에

는 연수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연수의 성과를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공유해야 함. 또한 해외 

체류 기간에 도출된 연구 성과물을 학술 저널에 게재할 수 있음

▪ 참여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학자 논문심사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였음. 총 4개 랩에서 8명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이들을 해외학

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음

<표 2-2-5>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명단

▪ ‘외국인대학원생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비공식적으로 개별 랩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향

후 공식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들과의 매칭을 통해 한국어 교정/자료 검색 등 지원할 

계획임. 외국인 대학생원생들이 자체적으로 런칭한 Consular Affairs Ad-hoc Lab에 회의비, 

랩 매니저 인센티브 등 재정 지원 중

▪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를 개편해서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을 조직함. CCDC의 경우 학생의 단기

적 경력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미래 커리어를 위한 정치학 교육 랩은 정치학 

교육 생태계 전반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랩에서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정치학 관련 학부/대학원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21

년 사이의 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정치학 교육 현황 DB를 구축하고, 성과를 2022년 5월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에서 발표함  

소속 성명 재직기관

Economic Statecraft Lab
Elena V. McLean University at Buffalo

Quintin H. Beazer University of Florida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Anders Blok University of Copenhagen

Sirkku Juhola University of Helsinki

Global Strategy Lab

Cheng-Chwee Kuik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Xin Zhang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History and Politics Lab
Ogata Yoshihiro Fukuoka University

Nishino Junya Kei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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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을 문제해결형 융복합 교육

을 위한 벤치마킹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음. 현재 본 교육연구단의 일부 연구 공간 역시 

d.school 형의 융복합/현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향후 글로벌 

감염병 사태가 호전될 경우, 본 교육연구단은 d.school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적 협력(radical collaboration), 현실 세계 프로젝트(real-world projects), 난제에 대한 실

험적 도전(unbounded problems), 자발적 참여문화(100% opt-in culture)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물리적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석사/박사과정 합동연구실을 리모델링했음. 대학원생과 랩 구

성원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함을 동시에 융복합적인 사고를 위한 개방형 학

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컨셉을 벤치마킹하

였음. 학생들의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기존 석사/박사과정 합동연구실(연희관 501, 

502호)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진단 평가를 내린 후 이 공간을 각 랩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외부전문가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연구실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마

련되었음. 2022년 1학기에 웹사이트 구성이 완료되어 사이버 공간과 함께 온/오프라인 랩 참

여 플랫폼이자 융복합 교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제학술논문 발간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영어논문작

성법 특강으로 대체함

<3>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에 선발된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 과정과 배출 성과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관리하여 향후 중간평가보고서에 반영

▪ 2023년까지 최소 3명의 해외 리서치펠로우 지원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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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6> 2021년 8월 및 2022년 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단위: 명, %)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8 2 0 0 6 1

16.67
박사 0 0 0 0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6 1 1 0 4 2
50.00

박사 0 0 0 0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석사 7 2 0 0 2 5
40.00

박사 0 0 0 0

<1> 목표 및 당초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지원하여 ‘미래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중

요한 교육 목표로 두고, 이러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 전략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계획한 바 있음

▪ 첫째, 기존에 설립된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를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으로 재편했음

▪ 둘째, 대학원생들의 정치학 랩 참여를 통해 실무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인적 교류와 네트워

크를 확장하여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이러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은 연구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2.5 트랙 교육을 구현하는데 기여

할 것임

<2> 현황 및 실적

1) 취업 사례

▪ 강태훈 석사과정생은 EY Parthenon에 취업하였음. 강태훈 학생은 <Capitalism and 

Democracy Lab>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였음. EY-Parthenon은 글로

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세계에서도 규모가 큰 컨설팅 회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음 

▪ 이희섭 석사과정은 ICLEI-East Asia Secretariat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였음. 이희섭 학생은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에서 활동하였으며 환경과 관련이 깊은 비영리 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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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의 동아시아 사무국으로 취업한 사례. ICLEI 동아시아 사무국은 한국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지역의 지속적인 저탄소 배출과 관련한 지역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 중

▪ 하도연 석사과정은 한국정치학회에 편집간사로 취업하였음. 하도연 학생은 <Economic 

Statecraft Lab>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의 

대외 전략에 대해 활발히 연구함. 한국정치학회에서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회

지인 한국정치학회보를 발행 중 

▪ 조선빈 석사과정생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에 취업하

였음. 극동문제연구소는 영문 학술지인 Asian Perspective와 국문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발행 중.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다양

한 시장화 현상과 관련 법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함

2) 해외 박사과정 진학 사례

▪ 권순환 학생은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에서 활동하였으며 미국의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합격하여 현재 박사과정생으로 유학 중   

③ 국내 박사과정 진학 사례

▪ 임재현, 이영상, Ma Yue 학생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 박사과정

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게 됨

3) 향후 추진계획

▪ 정치학 랩에서 진학/취업 지원: 정치학 랩의 외부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대학

원생들이 진학과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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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 연구업적물: 지난 1년 동안 이 중 우수등재지 4편(단독 1/공동 3), 등재지 14편 등 총 18편의 논문

을 게재함

▶ 학술대회 대표실적: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이 해외학술대회에서 6번의 발표 참가 및 국내학술

대회에서 16번의 발표를 진행함

<표 2-3-1> 사업목표 및 달성 현황

3.1.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목표 및 당초 계획

▪ 학생들의 정치학 랩(Lab) 참여를 통한 연구 능력 향상

① 실천학습(learning by doing)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

③ 랩(Lab)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석학 초빙 강연 

▪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방법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

부특강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 게재과정과 국내외 학술회의 참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발전을 세밀히 지도

▪ 해외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ship Program) 파견 지원

사업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대학원생
연구실적

연구업적물
ㆍ총 18편, 우수등재지 4편(단독 1/공동 3), 
등재지 14편 게재

완료/지속

학술대회 대표실적
ㆍ총 22회, 국제학술대회 6회, 국내학술대회 
16회 참가

완료/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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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실적

1) 대표실적

▪ 우수등재지 대학원생 단독 게재

- [우수등재지/단독] 한서영. “미일전쟁 시기 이승만 연설활동과 공공외교, 1941-1945.” 『국

제정치논총』 61(3): 83-119. 

  : 한국정치외교사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과 함께, 정치적 관점에 영향을 받아 왜곡되기 쉬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연구를 진행함. 역사정치학 랩 소속의 참여대학원생

으로서 역사정치학적 접근 방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

여함

▪ 우수등재지 공동 게재

- [우수등재지/공동] 강신재·박지영·가상준. “한국 국회의원의 와플링(Waffling) 행태 분석: 

제20대 국회 갈등법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6(1): 261-287. 

  :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의원들의 표결 결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큰 점을 밝힘으로써 

국회 내 정당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당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원들의 결정은 정당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의를 제공함.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시대에서 발생하

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과를 밝히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의원들에게 정당, 지역구, 그리고 정치 선호도의 중요성을 다른 차원에서 조

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과거 본회의 표결을 의원들의 정치

적 선호도 파악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만 보았지만 와플링 연구는 이를 법안 공동발의 그리

고 법안심사와 연계시킴으로써 의원들의 행태 변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우수등재지/공동] 박나라·함지현·손연우. “한국 정부 규제의 정당화 논리는 어떻게 변화

해 왔는가?: 보건 · 복지 정책 분야 신설·강화 규제(1998~2019) 분석.” 『한국정치학회

보』 56(1): 89-121. 

  : 이 연구는 한국 정부의 규제가 어떤 정당화 논리를 제시해왔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논

문으로서, 특히 보건복지 정책 분야의 신설 및 강화 규제들이 국가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연구자들이 직접 축적한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였고, 질적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해 사회과학적 문제

에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연구단의 목표와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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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등재지/공동] 김명섭·박재원.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 이승만

과 박용만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1(4): 165-202. 

  : 이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을 이승만과 박용만을 중심으로 분

석함. 두 인물의 개인적 갈등에만 주목하거나 현재의 정치적 평가를 과거로 투사하는 경향

을 역사정치학적으로 지양하고, 두 인물의 독립을 위한 헌신과 고민을 ‘있었던 그대로’ 

규명하면서 하와이의 지정학적 특성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치적 영향에 주

목하여 양자의 독립운동노선을 재조명함

2) 전체 연구실적

▪ 대학원생 등재지 단독 게재

- [등재지/단독] 박성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관광산업과 체제 생존: 베트남･쿠바와의 비교.” 

『대한정치학회보』 29(4): 1-30. 

  : 위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체제 생존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접근은 체제 변화에 입각한 기존 연구로는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변화를 적절히 설명

하기 어려운 것에 기인함.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체제 생존의 관점에서 권위주의 국

가의 관광산업에 접근하고, 비교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쿠바 사례를 통해 북한의 관광산업을 

분석했음. 해당 접근은 북한의 지속성과 변화 지점을 정치･군사 분야에서 집중한 기존 연구

와는 달리 관광 분야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융복합적 특징을 내포함. 연구 결과, 

관광 개방과 경제 개방의 순서 차이는 있으나 베트남과 쿠바 모두 경제적 개방성을 전략적

으로 조절했으며, 양자 모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북한에 시사함. 북

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경제 개방임에도 관광 개방은 비교적 증대된 특징을 보이며, 북한

의 관광산업은 체제 생존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기능함. 관광산업에서의 북한 변화를 보편

성과 특수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이 연구는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과 체제 생존의 상관관계

를 구체화한 의의가 있음

- [등재지/단독] 박성호. “일본의 사이버 안보전략― 양자주의의 강화인가 다자주의로의 전환

인가? .” 『일본학』 56: 159-182. 

  : 위 연구는 2021년 9월에 개정된 일본의 ‘사이버 안보전략(サイハ ゙ーセキュリティ戦略)’을 

양자주의/다자주의적 접근에 입각해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정보통신기술과 국가 행

위자의 안전보장, 그리고 대외관계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이론적 배경을 정보정치학과 국

제정치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의의가 있음. 다시 말해, BK21 연구단의 지향점인 창의

적 융복합적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연구 결과로써 일본은 사이버 안보전략

에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적 관점을 모두 취하며 수준을 더욱 격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

징은 일본의 아시아 안보 구조 재정립 구상에 근거함. 양자주의적 운영 원리로 변함없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근거해 사이버 영역에서도 협력과 발전을 지속하고자 하며, 다자주

의적 운영 원리로써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의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더불

어, 일본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사이버 안보는 중

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라는 국제정치학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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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이 연구는 대내적 차원에서의 조망을 넘어 대외적 역학관계를 반영해 일본의 사

이버 안보를 분석한 의의가 있음

- [등재지/단독] 이화준. “재해대응과 미일동맹: 자위대의 안보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학논집』 78(1): 223-252. 

  : 이 논문은 기존의 담론으로서의 안보정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미일동맹의 합동훈련, 

부대배치 및 출동 등의 실질적인 안보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엘스터의 행태 모형을 사용함. 

결과적으로, 자위대의 안보행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외적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의지보다

는 자위대 재해대응의 제도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했음

- [등재지/단독] 김진욱. “인정(Recognition)을 위한 외교적 투쟁: 1970년대 비동맹외교 투쟁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4(1): 111-154. 

  : 이 연구는 남북관계를 ‘체제경쟁’으로 지칭하면서도 사실상 설명하지 않았던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관계를 ‘인정(recognition)’ 개념으로 설명하

려고 시도하는 연구로써 1970년대 남북한의 비동맹 외교투쟁의 형식과 내용을 설명하여 남

북관계의 성격을 재해석함. 국가의 행위 동기를 생존으로 전제하는 기존 국제정치학적 관점

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대체로 규정하지만, 남북관계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남북한

의 실체를 서로 인정해 폭력 사용을 억제하며 각각의 방식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변화됨. 즉, 남북관계는 인정투쟁의 측면이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포착하지 못함. 이 연구는 남북한이 분단국가 아래에서 주권을 확립하지 못

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정치적 실체로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확

립한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한 투

쟁을 한다고 설명함

- [등재지/단독] 김진욱. “북한의 낙인관리(stigma management) 전략: 김정은-트럼프 시기

(2017~2020)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40(2): 17-60. 

  : 이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규범적 정치동

학을 낙인(stigma)과 낙인관리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로, 미국이 찍은 낙인이 북한의 총

체적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개념으로 설명하고, 낙

인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을 ‘낙인 수용(차용, 개선)’과 ‘낙인 불수용(무시와 거부, 

대항 낙인화)’ 전략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연구임. 북한의 행위동기를 ‘생

존(physical survival)’으로 전제하는 기존 연구들이 덜 관심을 두었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규범적 압력과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대응으로 구성된 양자 사이의 규범적 정

치동학을 포착하여 설명하고, 특히, 북미 간의 국제규범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

서 북한을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상정하여 북한의 국가행위를 분석함

- [등재지/단독] 유성훈.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관한 연구: 투자 유치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ISDS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31(1): 117-143.

  : 본 연구는 주로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분쟁의 발생 요인을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체제 안정성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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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분석 결과, 투자 유치국에 민주주의 혹은 권위주의 체제가 안

정적으로 정착된 국가일수록 투자 분쟁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등재지/단독] 유성훈. “한국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선호 결정 요인: 국가의 책무성 

및 국가 자긍심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6(2): 131-157.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선

호에 미치는 요인들을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 자긍심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국가의 책무성이 원조 정책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고, 이러한 결과는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원조를 수행하기 위

한 국내 정치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국가 역할의 긍정적인 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대학원생 간 협업을 통한 등재지 공동 게재

- [등재지/공동] 이현지·이화준. “UN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북한의 외

교성명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4(3): 31-68. 

  : 본 연구는 UN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북

한에 가해지는 UN 대북제재를 위기로 보고 북한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George의 위기

관리전략 분석틀을 활용함. 분석 결과, 북한은 시간 벌기 전략, 기정사실화 전략, 팃포탯 전

략, 공약 전달 전략, 제한적 떠보기 전략이라는 5가지 위기관리전략을 구사하였음.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에 해당하는 ‘기정사실화 전략’, ‘제한적 떠보기 전략’을 제외하고 북한은 

대체로 수세적인 전략을 펼치며 UN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응하고 있음을 발견했음

 - [등재지/공동] 강신재·정민경. “종교가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16-19대 한

국 국회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의정논총』 17(1): 37-66. 

  :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 종교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 논문임. 기존연구

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종교의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의원의 입법행태에 있어서 의원의 종교와 지역구의 

종교인의 비율이 일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정당에 

따라서 의원의 투표행태와 의원의 종교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음

▪ 지도교수/외부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등재지 공동 게재

 - [등재지/공동] 권순환·박상현. “우파권위주의 성향과 시민의 정치참여행태 관계 연구: 정

당일체감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239-262. 

  : 본 연구는 우파권위주의 성향이 시민의 정치참여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

구하기 위해 정치참여의 유형과 개인의 정당일체감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구체적

으로 정치참여 유형을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나누고, 정당일체감은 보수



- 59 -

정당 일체감과 진보정당 일체감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음. 연구 결과, 우파권위주

의 성향은 정치참여의 유형과 관계없이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정당일체감은 관습적 정치참여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

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파권위주의 성향이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념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등재지/공동] 김재학·김성현·배종윤. “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

정치』 37(4): 35-71. 

  : 이 연구는 기존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이하 MD)에 전혀 

참여 의사가 없었다는 인식과 달리 한국이 진지하게 미국의 MD(당시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참여를 고려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학술적 

차원에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이렇게 한국이 1980년대 미국의 MD에 참여를 고려하는 궁극적 동기가 군사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차원이었으며, 위협으로 인식한 환경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기

존 안보 개념에 대한 확장 논의를 실제 한국의 외교적 행태와 적용시킨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동기 및 독립변인으로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정책결정이

라는 종속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자율-안보 교환 모델이라는 일반이론에 기반한 분석

틀을 적용, 분석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현재 미중 간 반도체로 대표되고 있는 주요 첨단사업

들에 대한 블록화 및 견제 상황에서 한국과 다른 당사국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등재지/공동] 박재원·김명섭.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기지 형성의 정치학, 1903~1909.” 

『한국정치연구』 31(1): 117-146. 

  : 이 연구는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대한인 독립운동기지가 형성되었는

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하와이의 지정학적 조건과 국제정치학적 배경에 대해 분석함. 

기존 연구들이 민족사적 접근에 치중했다면 이 연구는 그에 더해서 하와이의 지정학적 조

건과 국제정치학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등재지/공동] 허재영·김진욱. “너와 나의 ‘대한민국’: 대표를 위한 배제의 문제.” 『국

제.지역연구』 31(1): 145-176. 

  : 이 연구는 선거가 사회갈등이 폭력적 충돌로서 비화되는 것을 막는 정치적 기제라고 하는 

선거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왜 비현실적인지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의 실현과 정치적 선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쟁(인정투쟁 vs. 적대적 투쟁)의 형식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설명하

고,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실증하는 연구. 기존 선거 연구가 유권자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데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것과 달리, ‘선거’라는 제도의 한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무엇이어야 하

는지 파악하는 데에 기여함. 즉, 대표성 제고는 특정 이익, 의견, 관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의 적대적 투쟁으로서의 속성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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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제도 상위의 민주적 신념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등재지/공동] 마월·박성호·김용호. “북중관계를 통해 본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 

뉴스 프레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6(2): 61-94. 

  : 위 연구는 중국 1차 자료인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뉴스 프레임 분석 방법론을 통해 분

석함으로써 BK21 연구단이 강조하는 융복합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음. 즉 국제정치학에 기

반한 북중관계를 언론학 연구 방법론인 뉴스 프레임 분석에 입각해 ‘중국이 인식하는 북

중관계’를 통해 북중정상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구체화하고자 했음. 이와 같은 새로운 

분석 틀로 김정일, 김정은 시기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에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으며, 

연속성은 북한의 대미접근에서, 단절성은 한중관계 개선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주장을 중국

이 인식하는 북중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입증하고자 했음. 인민일보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

석 결과, 김정일 시기 전통적 친선관계 계승, 대북 무상원조 등의 긍정적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김정은 시기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북핵반대 등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차이는 물론, 양 시기 모두 ‘한국’과 ‘북한의 대미접근’이 북중정상회담의 중

요 변수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연구 의의가 있음

<3> 향후 추진 계획

▪ 정치학 랩 중심의 학습/연구 지원: 정치학 랩에서 대학원생들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

려하여 재학 중에 우수 논문을 출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한 학습/연구 지원: 기존의 학술 콜로키움을 발전시킨 리서치 콜로키

움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논문 작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고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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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의 우수성

<1> 목표 및 당초계획

▪ 융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논문 발표

① 사이버 안보, 시민권, 온라인에서 청중비용,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융복학접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 확인 및 규명

② 양적, 질적 방법론의 습득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 함양

③ 해외 저명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

▪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적 공헌

<2> 현황 및 실적

1) 해외학술대회

- 정지환·임현진·우병원. 2021.11. “The IMF and Effective Response to Pandemics.”ISA 

Midwest 2021. 

  : 이 글은 IMF의 구조조정을 겪은 국가들이 COVID-19을 억제하는 효율성이 더욱 낮아진다

는 것을 주장함. IMF는 단기간에 예산을 감축하여 국가의 의료산업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영화와 같은 제도적 개편으로 인해 장기적인 손실을 나타낸다는 지적

을 받음. 이 글은 IMF의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 역량까지 낮춤을 경험적으로 

연구함

- 정지환·우병원·임현진·최하은. 2022.6. “UN Secretary-General Travels: Where do they 

go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DVPW-ÖGPW-SVPW Joint IPE Conference. 

  : 이 글은 UNSG의 해외순방 일정을 전산화하여, 해외 방문지가 결정되는 방식과 그 영향력

을 확인하는 논문임. 기존 UNSG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은 특별한 방문을 중심으로 UNSG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음. 그러나, UNSG의 해외 순방에 대한 데이터가 Kofi 

Anan이후로 모두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한 자료가 없음. 이 연구는 이를 

전산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를 통해 정량화하는 작업을 통해 UNSG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것임

- 정지환. 2022.7. “The Politics of Energy Reform: Analyzing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Energy Reforms in African Countries through Night Light Satellite Image.”Society for 

Political Methodology Summer Meeting. 

  : 이 글은 야간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부족별 전력 사용량을 추정함. 그리고 

distributive politics의 이론들에 따라 비효율적이지만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력을 보급하려

는 지도자의 편향과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제도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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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논함

- 최서영·서정민. 2022.7. “Highlight Roundtable: Feminist Responses to a New Age of 

Geopolitics.”Remapping the Feminist Global: A Multi-vocal, Multi-located Conversation.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의 지정학,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다양한 분야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참여한 이 라운드테이블에서 동아시아의 포스트콜로

니얼적,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한반

도의 지정학과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였음

- Kumkum Jaiswal, 최서영. 2022.7. “Politics of Memory after the Liberation War of 

Bangladesh: Remembering the Birangonas.”Remapping the Feminist Global: A Multi-vocal, 

Multi-located Conversation. 

  :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당시 일어난 전시 강간 생존자들의 경험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 대

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역사적, 정치적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에 따라 집단 기억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이 창의적인 글임. 또한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의 강

간 생존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사례와 같이 전시 강간에 대한 집단 기억의 

형성의 비교 연구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음

- 최서영. 2022.7. “Racialized Understandings of Koreanness and their Challenges to 

Hierarchical Nationhood: The National Identity of French Korean Adoptees.”Remapping the 

Feminist Global: A Multi-vocal, Multi-located Conversation.

  : 이 글은 해외입양이라는 사례를 통해 이민과 내셔널리즘 이론을 페미니스트 관점과 포스트

콜로니얼 관점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논문이라는 점에서 창의적인 연구임

2) 국내학술대회

- 한서영. 2021.11. “미일전쟁 시기 이승만 연설활동과 공공외교, 1941-1945.” 2021년 한국정

치외교사학회 제7회 월례연구회-신진학자 발표회. 

  : 이 연구는 한국정치외교사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과 함께, 정치적 관점에 영향을 받아 왜곡

되기 쉬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연구를 진행함. 역사정치학 랩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역사정치학적 접근 방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함

- 김진욱, 허재영. 2021.11.“너와 나의 '대한민국': 사회적 의지실현을 위한 정치적 투쟁의 문

제.” 2021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대회.

  : 이 연구는 선거가 사회갈등이 폭력적 충돌로서 비화되는 것을 막는 정치적 기제라고 하는 

선거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왜 비현실적인지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의 실현과 정치적 선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쟁(인정투쟁 vs. 적대적 투쟁)의 형식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설명하

고,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실증하는 연구. 기존 선거 연구가 유권자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데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것과 달리, ‘선거’라는 제도의 한계를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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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무엇이어야 하

는지 파악하는 데에 기여함

- 유성훈. 2022.6. “Foreign Aid and Trust in Government: Evidence from Chinese aid in 

Africa.”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가 아프리카 국민들의 자국 정부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

리 정부를 중앙-지방 수준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김영석. 2022.6. “How Negative Partisanship Affects Voting Behavior in South Korea.”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최근 미국 학계에선 활발히 논의된 부정적 당파성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선 유권자들에게 어

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함.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렸던 최근 대선에 대한 강

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비슷한 주제의 연구들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학문적 기여도가 있음

- 이준혁. 2022.6. “Release or Repress?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n Financial 

Liberalization.”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 연구는 경제제재가 피제재국의 금융자유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피제재국의 정치체제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선출인단 이론과 Mixed-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밝힘. 

이는 경제제재가 피제재국의 금융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경

제제재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치체제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더 나아가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제재에 직면하면 금융자유화 수준을 낮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해

당 국가가 세계 경제에의 의존성을 낮추어 보다 자급자족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는 기능을 하여 향후 경제제재의 효과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시함

- 박주윤. 2022.6. “Shared External State Sponsors, Rebel Group Agents, and the Forced 

Recruitment of Children.”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202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활용하여 외부 민주주의 국가의 지원이 반군의 소년병 징집

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분석함. 외부 국가를 주인, 반군을 대리인, 그리고 소년병 강제 

징집을 반군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라 간주한 것인데, 이때 흔히 사용되는 주인-대리인 모

형을 확장, 즉 주인-대리인 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행위자 수에 주목하여 외부 국가의 지원

이 반군 행태에 미치는 행위를 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음

- 정지환. 2022.6. “The Politics of Energy Reform: Analyzing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energy reforms in African countries through night light satellite image.”2022 한국국제정

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202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 연구는 야간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부족별 전력 사용량을 추정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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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ve politics의 이론들에 따라 비효율적이지만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력을 보급하려는 

지도자의 편향과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제도적 개편 사이

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논함

- 이영상. 2022.6. “동맹의 감시능력과 일반적 확장억지: 동맹국의 정찰위성 보유를 중심으

로.”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 글은 정찰위성으로 대표되는 동맹국의 감시능력이 확장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

적 분석을 진행하였음. 기존 확장억지 연구들이 동맹국의 국력이나 핵무기 보유 여부, 동맹 

신뢰도 등에 주목한 반면 본 논문은 동맹국의 감시능력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

여가 있음

- 윤도원. 2022.6. “중앙아시아 씨족정치 동학과 체제 생존.”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

대회.

  : 이 글은 개인권위주의 체제 하 비제도적 권력승계 현상을 준제도적 기제인 씨족정치로 분

석함. 해당 발표논문은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이론과 분석틀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

해 해당 지역 권위주의 강건성(Authoritarian Resilience)에 대하여 다시금 재고하는 학문적 

기여가 있음

- 최장원. 2022.6. “세포 배양육 기업의 기술 개발 전략 차이에 대한 연구: 제도적 논의와 국

가 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새로운 시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에 대해 보여주며, 혁신 기술로 인해 새롭

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들이 개인, 집단,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제도라는 정치학적 요소들로 인해 신기술의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임현진. 2022.6. “Is Hunger a Political Tool?: The Effect of Food Aid on Authoritarian 

Regime Survival.”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 글은 원조가 권위주의 체제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임. 그동안 전체 원조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원조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를 다양한 권위주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창의성을 보임.. 또한 방법론적으로

도 기존 연구에서 도입한 생존분석 모델과 더불어 인과추론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치학 

분야에서의 양적방법론의 흐름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

- 함지현. 2022.6. “어떤 의원이 규제입법을 하는가?: 20대 국회의원 규제입법의 정당 요인 분

석.” 2022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 연구는 규제자로 주목받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이 하는 규제입법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정

보포털 및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

임. 이념에 기반한 정당 간 규제 행태의 차이가 나타남을 밝히고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규

제입법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는 학문적 기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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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혁. 2022.8. “I’m Not Ready To Be More Repressive”: the Effects of IMF Programs 

on Governments’ Respect for Human Rights.” 2022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 글는 수원국 인권 상황에 대한 IMF 프로그램의 영향이 수원국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것으로, compensation game과 time horizon

에 따른 전략의 변화를 이론으로 사용하고 two-equation model의 CMP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외부 압력에 의해 권위주의 국가에서 경제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집권 엘리트는 그

동안 자신들이 경제 왜곡을 통해 착취한 경제지대를 포기해야 함. 이로 인한 집권 엘리트

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정치지도자는 앞으로도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로 억압 

수준을 높임. 그러나 억압에 드는 비용 때문에 모든 권위주의 지도자가 억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님.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큰 이익인 지도자, 즉 time 

horizon이 긴 지도자의 경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신호를 보낼 유인이 있지만, 

몰락 직전에 있는 정권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음. 위 연구를 통해 IMF 프로그램이 수원국

의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수원국 정권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밝힘. 또한 

time horizon에 따라 repression strategy가 달라지는 점을 IMF 프로그램의 부작용 분석에 

적용함. 더 나아가 정책적으로 IMF 프로그램이 short time horizon을 가진 정권, 다시 말해 

매우 위태위태한 정권에 제대로 지급된다면 기존 문헌이 언급한 IMF 프로그램의 부작용도 

해결될 수 있음

- 유성훈. 2022.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come Inequality: Does the Relationship 

Vary with the level of State Capacity?.” 202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증가하는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해 심화되는 투자 유치국의 소득 불

평등이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특성, 그중에서도 특히 유치국 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정도, 즉 국가 능력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3> 향후 추진계획

▪ 국제학술대회 참여 확대: COVID-19로 인하여 오프라인 국제학회 참여 기회가 줄었으며, 온

라인을 통한 국제학술대회 참여가 많았음. 해외 COVID-19 상황이 양호해짐에 따라 오프라

인 국제학회에 2번 참여가 가능했음. COVID-19 상황이 개선되면 오프라인 국제학술대회 참

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정치학 랩 중심의 학술대회 참여: 정치학 랩에서 패널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국내/해외 학

술대회에 참여하여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 기회를 확대

▪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한 학술대회 참여 지원: 기존의 BK 학술 콜로키움을 발전시킨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논문작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공유할 것이

며, 리서치 콜로키움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의 논문을 국내/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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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표 2-4-1> 사업목표 및 달성 현황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1> 목표 및 당초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확보 및 지원계획으로 ① 채용 과정의 투명화 및 체

계화, ② 인센티브 지원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함

▪ 먼저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화된 채용위원회를 구성하

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채용과정에서 여러 웹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또한, 본 교육연구단은 ① 본부 대학원 정책과의 연계, ② 개별 교육연구단 차원의 자체적

신진연구인력 주요 실적

▶ 소속 신진연구인력들은 최근 1년간(21.9.1~22.8.31) KCI등재지 5편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음 

▶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 본부에서 런칭한 어깨동무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천만원의 재정을 지원

받고 있음. 이를 통해 Local Politics Ad-hoc Lab과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Ad Hoc Lab을 런칭하였고, 해당 랩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이 새로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실험

적 연구를 통해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신진연구인력에게 학과 강의를 우선 배치하고, 다양한 융복합 정치학 랩의 운영에 직접 또는 공

동으로 참여하게 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하였음

사업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신진
연구인력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ㆍ김명철 신진연구인력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 임용

ㆍ송경호 신진연구인력 채용
ㆍ연구공간 리모델링 제공

완료/
지속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교육실적

ㆍ최근 1년간 KCI등재지 5편 게재
ㆍ어깨동무 사업과 연계해 지역문제, 정치학 교

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 수행
ㆍ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와 연계하여 강의 우

선 배정
ㆍ융복합 정치학 랩 운영 및 학생주도 애드 혹 

랩 지도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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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연세대학교 본부 대학원에는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

진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교육연구단에서도 대학원생 교육,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과의 공동 연구, 강의 배정, 행정지원팀 강화를 통한 행정업무 경감, 개인 연구 공간 제공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을 제시함

<2> 현황 및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은 본부 지원과의 연계 및 다양한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신

진연구인력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소속 신진연구인력들은 최근 1

년간 KCI등재지 5편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음

▪ 첫째, 본 교육연구단은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21.9.1)된 김명철 신진

연구인력의 후임으로 송경호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함. 송경호 신진연구인력은 정치사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

고 있어 본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융복합 정치학 랩의 저변과 영역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

여하고 있음

▪ 둘째,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 본부에서 런칭한 어깨동무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천만원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어깨동무사업의 목표 달

성을 위해 권역별 지역 연구자를 섭외하고 융복합 정치학 사회과학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이들과 연구 네트워킹을 지속하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어깨동무사업과 연계하여 Local 

Politics Ad-hoc Lab을 런칭하고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지역 연구자들과 공동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 어깨동무사업의 재

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와 교육 문제를 연계하는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Ad Hoc Lab을 출범했고, 해당 랩에서 실험적 연구와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셋째,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 본부의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와 연계하여 신진연구인력에

게 학과 강의를 우선 배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였음. 송경호 신진연구인력은 2020년 2학기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 

Theories of Democracy 2과목을 강의했고, 2021년 1학기 Foundations of Modern 

International Thought, 국제인권체제와 북한인권 2과목을 담당하였음

▪ 넷째, 본 교육연구단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연구인력에게 여러 교육기회를 제공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리서치 콜로키움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였음. 학기당 2회의 콜로키움과 1회의 성과발표회를 실시하였으며, 신진연구인

력은 사회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연구를 지도하였음

▪ 다섯째, 신진연구인력은 ① Politics of Technology Ad-hoc Lab, ②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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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or Future Career Ad-hoc Lab, ③ Multimedia Ad-hoc Lab, ④ Local Politics 

Ad-hoc Lab 등 본 교육연구단의 융복합 정치학 랩 운영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랩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대학원생들을 교육할 기회를 가졌음. 이 외에도 참여대학원생들이 

주도하는 애드혹 랩(① Mixed-methodology for Intra-disciplinary Commun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Ad-hoc Lab, ② Polython Ad-hoc Lab, ③ Consular Affairs Ad-hoc Lab)의 멘토로 

활동하며 참여대학원생들 교육하고 지도하였음

▪ 여섯째, 본 교육연구단은 행정지원팀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진연구인력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은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임 행정직원 1명을 채용하고 행

정조교 2명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여러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외에도 어깨동무 

사업의 재원에서 행정조교를 새롭게 채용하고 대학원 본부와 연계한 혁신조교를 채용해 신

진연구인력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음 

▪ 일곱째, 본 교육연구단은 사회과학대학 5층 503호, 504호를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특별히 현재 이 공간들은 업무 효율성과 연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으로 완벽히 리모델링되었음. 최신 기자재와 업무 시스템 역시 함께 구비하여 최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3> 향후 추진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왔음.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신진연구인력은 최근 1년 동

안 KCI 등재지 5편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음. 본 교육연구단은 앞으로도 소속 신진연구인력

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강의, 연구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향후 본 교육연구단은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본부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현재 본 교육연구단은 대

학원 본부에서 런칭한 어깨동무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천만원의 재원을 지원받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어깨동무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권역별 지역 연

구자를 섭외하고 융복합 정치학 사회과학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이들과 연구 네트워킹을 지

속하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이 지역 연구자들과 공동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

고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 어깨동무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적 연구와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 밖에도 본부 대학원은 생애 전주기 맞춤형 연구자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진연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예컨대 대학원 본부에서는 학문후속

세대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Ⅰ(단기 해외 파견 최대 6개월/월 150만원 지원), Ⅱ(장기 해외 

파견 최대 24개월/연 3천만원 내외)를 계획하였으나, 팬데믹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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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대학원이 세부적인 사업요강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본 교육연구단은 소속 신

진연구인력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4.2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교육실적

<1> 김현 신진연구인력

1) 김현. 2021. “독립협회의 민주주의 사상의 급진화: 독립신문에 나타난 후견주의로부터 정치적 행

동주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33권 3호, 121-146.

  : 이 연구는 전통적 입장과 수정주의 입장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립협회의 1898년 

대중운동의 성격을 새롭게 검토하기 위해 독립신문의 사상의 내적 변화를 살펴보았음. 이

에 따르면, 독립협회의 민중운동에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두 가지의 시각 즉, 급진적 관점

과 후견주의적 또는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경쟁, 협력하고 있었음. 이 글은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서 20세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민주주의 운동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러

한 두 가지의 경쟁ㆍ협력하는 관점을 분석의 시야에 넣을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음

<2> 송경호 신진연구인력

1) 장휘·송경호. 2021. “코로나19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국뽕’ 유튜브의 사례를 중심으

로.” 『시민과 세계』 39권, 1-41. 

  : 본 연구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에서 민족주의 담론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른바 ‘국뽕’ 유튜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분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하였음. 20개 유튜브 채널의 9,499편의 영상과 댓글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2019

년 6-7월, 2020년 3-4월, 2021년 7-8월을 기점으로 국뽕 유튜브의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의 

지표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 3-4월 무렵 코로나19 상황이 국뽕 유튜브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코로나19를 기점

으로 그 이전까지 주로 ‘반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국뽕 유튜브의 민족주의가 국가 

효능감의 형태로 발현됐으며, 이후 보다 다양한 대상과 맥락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 재생

산됨을 확인하였음. 국뽕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담론의 등장과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난 전 세계적인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국뽕 유튜브의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귀속감, 시민적 덕성에 대한 우선성, 국가의 과학, 방역 등의 발전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자긍심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

의 등장을 시사하고 있음.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되어 있던 한국

의 민족주의 담론의 분화 과정에서 등장한 것임

2) 송경호. 2022. “마리아 루스호 사건을 통해 본 메이지 일본에서의 인권 개념 수용.”『한국

동양정치사상사연구』 21권 1호, 39-75.

  : 본 연구는 마리아 루스호 사건을 중심으로 1870년대 초 메이지 일본에서 인권 개념 수용의 

한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마리아 루스호 사건은 처음부터 ‘사건’이었

던 것도 아니고 인권문제로 인식되었던 것도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인권의 맥락에서 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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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쿨리를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판결로 귀결됐음. 이 논문은 마리아 루스호 사건의 처리 

과정을 인권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인권에 대한 명확한 번역어조차 확

립되지 않았던 1870년대 초 메이지 일본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지적 배경을 

검토하였음. 이러한 분석에 따라 마리아 루스호 사건이 일본과 동아시아에서의 인권 개념

의 수용이 번역-운동-법제화라는 단선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통념

에 반하는 하나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최재동 신진연구인력

1) 최재동. 2022. “미국은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정말 아닌가?”『의정연구』28권 1호, 

203-209.

  : 이 글은 안병진 교수의 저서 『미국은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다』에 대한 서평임. 저

자는 오늘날 미국이 건국의 사상적 토대와 결별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의 진로를 두고 합리

적 토크빌주의, 극우적 헌팅턴주의, 극좌적 데브스주의가 경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음. 그

러나 이 서평에서는 당대의 미국이 전환적 이행기를 지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평하였음. 구체적으로 역사적 제도

주의적 관점에 따른 시기 구분, 미국인의 정체성 논쟁과 같은 이슈들이 전환기를 주장하는 

객관적 증거들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2) 최재동. 2022. “2020년 미국 하원선거 선거자금 분석: 개인후원금과 후보자 이념강도를 중

심으로”『선거연구』 16호, 39-61.

  : 이 연구는 2020년 미국 하원선거에서 모금되고 지출된 선거자금을 분석하였음. 연방선관위

(FEC)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매칭한 뒤, 경험적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리더십과 개인후원금 비중, 경제적 이념강도, 그

리고 소속 정당이 선거자금의 모금액과 일관되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

음. 정치활동위원회(PAC)나 소수의 고액기부자가 아닌 개인후원금의 비중이 선거자금 모금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발견은 선거자금 확보를 위해 후보자들이 개인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강력한 경제적 이념강도가 선거자금 모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견 역시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환경에서도 의회 내 

중위자(median)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지님. 마지막으로 미국적 사례가 우리나라의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 이슈에 어떤 시사점을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4.3 향후 추진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왔음.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신진연구인력은 최근 1년 동

안 KCI등재지 5편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음. 본 교육연구단은 앞으로도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강의, 연구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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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신진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랩을 매개로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공동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임. 특별히 SSCI급의 연구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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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대표사례 1: 백우열 교수의 2021년 2학기 <혁신 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신규과목은 

I-MAP 분류 상 I(정치적 문제에 대한 규정(Identification)능력), 교육연구영역 구분에서는 1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와 융복합적 난제)에 해당함. 해당 수업은 기존 정치학

에서 간과되어 왔던 기술정치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었음. 수업 방식 

역시 기존의 세미나 양식을 탈피하여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극대화하는 여러 

수단을 궁구하였음

▪ 대표사례 2: 진영재 교수의 2021년 2학기 <정당의 진화> 신규과목은 I-MAP 분류 상 I에 해

당되며, 정당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다룸. 정치 현상을 제도권 정치와 비제도권 정치의 조합

으로 하여, 제도권 정치의 대표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함. 수업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 사회에서 정당

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사상적,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결됨

▪ 대표사례 3: 이연호 교수의 2021년 2학기 <4차산업혁명의 이해(I)>은 1영역에 속하는 과목으

로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개론적으로 소개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융복합 교과목임.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기술, 딥러

닝 기술 및 응용, 4차 산업혁명기술의 사회적 충격,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메카트로닉스 기

술, 기계학습을 이용한 사회과학 연구, 산업 분야 미래기술, 의료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비즈니스 등의 주제를 다룸.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산업과 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역으로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배우

는 기회를 제공함

▪ 대표사례 4: 서정민 교수는 대학원 학생제안교과목으로 <정치학질적방법론> 과목의 기존 커

리큘럼을 I-MAP 분류 기준 MA형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개설했음. 본 교과목의 개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적방법론을 사용해 정치학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제공함. 정치학 연구 방법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정치학 연구자로서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이 제안한 이 교과목에서 수강생들은 15주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Case 

Studie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terpretation, Discourse Analysis, Interview, 

Narrative Methods, Fieldwork, Ethnography, Archival research, Grounded Theory Research, 

Phenomenology와 같이 다양한 방법론을 학습했음. 수강생들은 매주 새로운 방법론으로 연

구하고 싶은 각자의 연구 질문과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며 서로 다

른 연구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질적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

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또한, 각각의 방법론이 정치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 및 국내외 

학계에서 갖는 역사적, 수행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치학 질적방법론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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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례 5: 이태동 교수는 2021년 2학기 <국제환경-에너지정치:이론과 실천> 수업을 바탕

으로 연구보고서인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캠퍼스 에너지 리빙랩 교육 가이

드라인”을 출판함. 본 수업은 I-MAP분류 기준 P형(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세울 수 있

는 능력 함양)에 해당하며 교육연구영역 분류 기준 제3 교육영역인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

속가능발전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해당함. 별도기준으로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과목공

유(cross-listing) 교과목 개설에 해당하며 특이사항으로는 사회문제해결형 수업이라는 점이 

있음. 이 수업은 교실을 넘어서 실제로 사회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학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보다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수업이며, 또한 

PBL (problem/project-based learning)로 분류할 수 있음 

▪ 대표사례 6: 우병원 교수는 참여교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생들의 교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치학 교수법> 과목을 2021년 2학기에 개설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음. 송경호 신진연구인력이 해당 수업에서 특강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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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1> 목표 및 당초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의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의 국제화 계획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국제화 교육을 총괄하는 TF를 신설하고, 국제적 수준

의 학술역량 증진을 위한 국제화 교과목 개발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 또한, 각 

랩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제 교육·연구 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장한 International Lab을 구성

하고 운영하며, 세계 수준의 박사를 배출하기 위한 장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서치 펠로우 

파견을 기획하였음

교육의 국제화 주요 실적

▶ 국제화 교과목을 개발하고 언택트 시대의 국제화 교육을 선도하고 위해 런칭한 ‘Online 

Intensive Course’가 누적 수강인원 285명을 기록하여 제도화되었음. MIT, New York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등 세계적인 연구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하여 2022년 1

월과 8월 두 차례 실시간 온라인 특강 및 Q&A을 실시하였음

▶ 개별랩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International Lab을 융복합정치학국제랩워크숍의 포맷으로 개편 및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최근 1년 동안 다

섯 차례의 융복합정치학국제랩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최고 수준의 박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박사과정생에게 장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리서

치 펠로우를 최초로 선발하였음. 박주윤 통합과정생은 미국 University at Buffalo, 윤도원 박사과

정생은 우즈베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로 파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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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실적 

사업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교육의 
국제화

국제화 및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국제화교육 
TF 

ㆍTF 출범(이태동, 김현정 교수)
ㆍ운영위원회 내에서 기능/역할

완료/
지속

국제화 
교과목 개발

ㆍOnline Intensive Course 6과목 강의로 해외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 부여

완료/
지속

국제학술회의 
지원프로그램 

운영
ㆍISA 등 저명 국제학술대회 6회 참가 진행

국제학술논문 
발간 

지원프로그램 
운영

ㆍ국제학술지 논문 작성 워크숍 진행
ㆍ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영어논문작성법 특
강으로 대체

완료/
지속

MOU 운영 
및 확대

ㆍMOU를 폐지하고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
제랩 워크숍을 새롭게 런칭하여 해외대학의 
저명 연구자들과 실질적인 교류 실시

완료/
지속

해외석학초빙 

ㆍ1회성의 교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교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Online Intensive 
Course와 융복합 정치학 국제 랩 워크숍 플랫
폼을 활용

완료/
지속

랩 시스템 
구축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ㆍStanford University/Arizona State 
University/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벤치마킹

계획

ㆍ501호 석사과정 합동연구실을 d.school 컨셉으
로 리모델링

완료/
지속

융복합

국제화 랩

ㆍ융복합정치학국제랩워크숍 시리즈 2022를 기
획 및 진행

ㆍ총 5차례의 워크숍 진행
ㆍ추후 지속적으로 워크숍 개최 예정

완료/
지속

International-
Lab의 확장

ㆍ융복합정치학국제랩워크숍을 총 5회 개최하여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학술교류 실시

ㆍ추후 지속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해외학자
들과 학술교류 진행 

완료/
지속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Inbound의 
국제화

ㆍ외국인대학원생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 개별 
랩에서 실시

ㆍ향후 공식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들과 
매칭을 통해 한국어 교정/자료 검색 등 지원

ㆍ외국인 대학생원생들이 자체적으로 런칭한 
Consular Affairs Ad-hoc Lab에 회의비, 랩매
니저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

완료/
지속

박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지원책

ㆍ해외 리서치 펠로우 2명 선발 완료
ㆍ윤도원 박사과정생: 우즈베키스탄 국립과학아
카데미, 카자흐스탄 알 파라비 국립대학교 등 
2022년 2학기 파견예정 

ㆍ박주윤 통합과정생: University at Buffalo 2023
년 1학기 파견예정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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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연구단은 글로벌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글로벌화하기 위

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선제적으로 펼쳤음. 특별히 언택트 교육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

의 국제화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시작한 ‘Online Intensive Course’가 안정적으로 정착되

었음. 1년차에 이어 2년차 기간에도 두 차례(2022년 1월, 8월) 실시간 온라인 특강과 Q&A를 

운영하는 성과를 거둠. 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Lab을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

크숍 플랫폼 내에서 개편하고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음. 최근 1년 동안 다섯 차례의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마

지막으로 박사과정생에게 장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리서치 펠로우를 최초로 선

발하였음. 선발된 참여대학원생들은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국가에서 개인 연구를 진

행할 예정임

▪ 첫째, 국제화 교육을 총괄하는 TF를 상설화하기 위해 본 교육연구단의 이태동, 김현정 교수

를 전담교수로 지정함. TF는 구체적으로 국제화 교과목 개발,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학술논

문 지원프로그램 운영, 리서치 펠로우 선발, MOU 체결 등의 업무를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내에서 진행하고 있음

▪ 둘째,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화 학술역량(fundamental) 증진을 위해 Online Intensive Course

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국제화 교과목을 개발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은 영어강의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Online Intensive Course는 모든 강

의와 Q&A가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여대학원생들이 자연스럽게 국제적 학술 교류에 

참여하고 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Online Intensive Course는 단순히 영어강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자들을 강

사로 초빙하여 최신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

술역량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다양한 연구방법론 강의를 제공하여 연구방법론 

학습의 체계화에 기여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은 양적방법론 시퀀스와 질적방법론 수업을 정규

교과로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학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Online Intensive Course를 적극 활용하였음. 구체적으로 Network analysis, 

Causal inference, Social media data analysis, Lobby data analysis 등 내용들을 강의함

- Online Intensive Course 는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과 공동연구 등 국제학술교류를 진행

하고 있는 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빙강사를 결정하고 있음. 방학 기간 동

안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웹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1년차에는 총 7과목(겨울 4과목, 여름 3과목), 2년차 기간에는 6과목(겨울·여름 각 3과

목)을 집중강의하였음. 이 가운데 6과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

수자와 협의하여 아카이브화 하였음. 또한 누적 수강인원 285명을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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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Intensive Course 강의 만족도(2022년 1월, 8월 순)

Dino Christenson In Song Kim Cheng-Chwee Kuik

Hye Young You James Bisbee Cheng-Chwee Kuik

- Online Intensive Course 운영 현황

▪ 셋째,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

섯 차례의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였음 

-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함께 대규모의 오프라인 국제학술회의 개최가 축소되면서 본 교육연

구단은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Asian Online Political Science Seminar Series(AOPSSS)’와 같은 온

강의자 소속 날짜 수업내용

1 In Song Kim MIT
1월 18, 20, 25일

10:00-1:00 (6h)
인과추론

2 Cheng-Chwee Kuik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1월 19, 21일

14:00-17:00 (6h)
동남아 국제관계

3 Dino Christenso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월 19일

09:00-11:00 (2h)
네트워크 분석

4 Hye Young You New York University
8월 22, 23일 

15:00-18:00 (6h)

이익집단 정치경제,

로비데이터 분석

5 James Bisbee Vanderbilt University
8월 24, 25일

9:00-12:00 (6h)

소셜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6 Cheng-Chwee Kuik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8월 24일

14:00-16:00 (2h)
동남아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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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원격 세미나를 활용한 발표의 기회를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하였으나, 현재 APSA, ISA, MPSA, IPSA 등 주요 국제학술대회에서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다

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국제학회의 온·오프라인 학술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음 

- 이에 본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대학원생들은 ISA Midwest 2021(미국), 독일-스위스-오스트리

아 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치경제학 학술대회인 DVPW-ÖGPW-SVPW Joint IPE 

Conference(독일) 등 6회의 온·오프라인 해외학술회의에 참가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

대학원생들은 3단계 BK21플러스 사업 당시 총 113회의 해외 주요 학회 발표 실적을 거둔바 

있음. 따라서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대학원생들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주요 학회에 참

가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 이 외에도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서

치 콜로키움과 성과보고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이상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

한 영문 페이퍼를 선별하고,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페이퍼의 수준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였음 

▪ 넷째,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 학술논문 출간을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

으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화집중프로그램인 ‘영어논문 LEVEL 

UP 대학원생 실전 워크숍,’ ‘대학원 영어논문 작성을 위한 영문법 A to Z’ 등 연구력강

화워크숍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2021년 6월 열린 ‘영어논문 LEVEL UP 대학원생 실전 

워크숍’은 4회 차에 걸쳐 실시되고 총 8시간에 걸친 강의와 사례공유 및 실습으로 내용이 

구성됨. 구체적으로 영어 논문 작성의 기본과 같은 총론에서부터 초록과 서론, 문헌 리뷰 

작성, 논의 작성 등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교수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

하고 실습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음. 또, 2021년 11월 개최된 ‘대학원 영어논

문 작성을 위한 영문법 A to Z’특강은 한국인 연구자들의 영문법 오류, 능동/수동태 사용, 

패러프레이징 등을 강연하였음

▪ 다섯째,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여 학문적 다

양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현재 본 교육연구단은 대규모의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완료하여, 교육연구단의 정보들을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전달하여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

진 학생들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였음. 또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논문작성을 돕기 위해 개별 랩 내에서 한국어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런칭한 Consular Affairs Ad-hoc Lab에 회의비, 

랩매니저 인센티브 등의 재정지원을 하였음. Consular Affairs Ad-hoc Lab에는 Christophe 

Kerdodé(랩매니저), Kumkum Jaiswal, Alexandre Haym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세계 국가들의 

대사관과 영사관의 네트워크를 매핑(mapping)하고, 관련된 소식을 웹사이트와 SNS계정을 통

해 홍보하고 있음. 이상의 여러 지원책과 외국인 학생들의 성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

면서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본 교육연구단에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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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 본 교육연구단은 지난 1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미에서 외국인 대학원 신입생 6명

을 유치하였고, 우간다·태국·대만·중국 출신의 외국인 대학원 졸업생 4명을 배출하였으

나, 앞으로 다양성을 더 확보해 나가고자 함 

▪ 여섯째, 본 교육연구단은 개별 랩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International Lab을 융복합 정치학-

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개편하여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은 본 교육연구단의 주

요 플랫폼인 정치학 랩이 단독 또는 복수로 해당 랩들의 연구·교육·사회공헌 주제와 연

관된 해외 연구, 정책, 기업 인력을 초빙하여 랩 중심의 워크숍을 구성함으로써 정치학 랩 

생태계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함 

- 최근 1년 동안 다섯 차례의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방법론 특

강을 포함해 유명 해외 학회지인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ISQ)의 에디터들의 특강, 남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개발 정책, 인권, 그리고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워크숍 

주제로 선정함. 워크숍 주최 랩 소속 대학원생들 및 외부랩원들까지 발표·토론자로 적극참

여하여 해외학자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창출하였음 

- 2022년 융복합정치학국제랩워크숍 운영 현황

1) 워크숍 1: The State and Future of Political Methodology (Economic Statecraft Lab 주관)

2) 워크숍 2: Recent Trends in Political Science Journal Publication: Insights fro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ISQ) Editorship (Journal Management Ad-hoc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Hye Young You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s, New York 

University

6월 7일

15:00-19:30
정치학 방법론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Krista Wiegand
Assoc.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Editor-in-Chief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Wonjae Hwang
Assoc.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Associate Editor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Sojeong Lee 

Global Security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in the Howard H. Baker Jr. 

Center for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ennessee, Managing Editor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Lonnie Ed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naging Editor of North Korea Review 

&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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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숍 3: Global Strategic Interactions: China, India, Indo-Pacific and Ukraine-Russia War 

(Global Strategy Lab 주관)

4) 워크숍 4-1: Interdisciplinary Dialogue on How to Decolonize Social Sciences in Korea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Jagannath 

Panda

The Head of Stockholm Centre for South 

Asian and Indo-Pacific Affairs,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6월 29일

9:00-13:30

최신 인도-중국 

관계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인도

Yujin Chung
Ph. 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6월 29일

9:00-13:30

소규모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교류

Wooyeal Paik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6월 29일

9:00-13:30

소규모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교류

Round Table
Ukraine-Russia War’s Impacts on Europe, 

East Asia, and their Interactions

6월 29일

9:00-13:30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Jesook So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University of Toronto

7월 27일

10:30-12:10
한국학의 탈식민화

Yoonkyung Le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University of Toronto

7월 27일

10:30-12:10
한국학의 탈식민화

Young Chul 

Cho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탈식민시대 

한국한의 출현과 

발전

Jungmin Seo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탈식민시대 

한국한의 출현과 

발전

Seoyoung Choi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페미니스트적 

국제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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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숍 4-2: Decolonization in IR Scholarship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주관)

5) 워크숍 5: Governing Complexity: An Earth System Governance Perspective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주관)

▪ 일곱째, 본 교육연구단은 최고 수준의 박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제 1회 리서치 펠로우 선

발을 공고하고 박주윤 통합과정생(미국)과 윤도원 박사과정생(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선발하였음. 리서치 펠로우로 선발될 경우 3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연수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생활비, 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개인 연구를 진행하거나 파견기관의 수요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기본적인 의

무사항으로는 연수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를, 종료 후에는 연수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연수

의 성과를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공유해야 함. 또한 해외 체류 기간에 도출된 연구 성과물을 

학술 저널에 게재할 수 있음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Olivia

Umurerwa

Rutazibwa

Assistant Professor in Human Rights and 

Politics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7월 27일

15:00-17:00

국제관계의 

탈식민지화

Young Chul 

Cho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7월 27일

15:00-17:00

지식생산을 위한 

탈식민지화

Jungmin Seo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5:00-17:00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본질주의의 

남용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Rakhyun E. 

Kim

Assistant Professor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t Utrecht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지구시스템 

거버넌스 괸리 

Taedo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탄소중립전환 연구

Youngmi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발표글에 대한 

토론

Hee Seob Lee ICLEI East Asia Secretariat
8월 23일

15:00-17:00

기후유권자의 

동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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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1) 단기 해외 석학 초빙 지양 및 자체 프로그램 확대

▪ 대학원 본부와 연계하여 추진을 계획했던 해외석학 초빙은 글로벌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

게 진행되지 못하였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회성에 그치는 단기 석학 초빙 강연의 실

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음. 지금까지의 교류 성과와 학생 만족도를 고려해 

볼 때, 본 교육연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nline Intensive Course와 융복합 정치

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플랫폼이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

적인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음. 따라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들의 내실을 더 다지고자 함

2) 공동학위제·MOU 폐지 및 자체 프로그램 대체 

▪ 본 교육연구단은 지금까지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일본 도호쿠 대학교 등과 공동·복

수학위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파트너 대학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동학위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글로벌 감염병 사태와 함께 국제교류가 수년간 중단되면서 MOU 체결의 

실익 역시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MOU 역시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의 전통적인 국제 교류 수단보다는 현재 본 교육연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Online 

Intensive Course와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플랫폼이 실질적인 국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하고자 함

3) 해외 저명대학 벤치마킹 

▪ 본 교육연구단은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을 문제해결형 융복합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

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음. 현재 본 교육연구단의 일부 연구 공간 역시 d.school 형의 융복

합/현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향후 글로벌 감염병 사태가 호

전될 경우, 본 교육연구단은 d.school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적 협력

(radical collaboration), 현실세계 프로젝트(real-world projects), 난제에 대한 실험적 도전

(unbounded problems), 자발적 참여문화(100% opt-in culture)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찰하

고 탐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또한, 온라인 교육에서 뛰어난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Arizona State University을 방문하여 

언택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Arizona State University의 온라

인 학부, 대학원 과정은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한 학

위를 수여하고 있음. ASU는 온라인 수업의 몰입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도

구들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영의 노하우와 실제를 경험하고 참고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매년 중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학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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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석학들과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사례를 참고하여 본 교육연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팬데믹 상황이 진정된 이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방식과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홍콩중문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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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 참여교수는 최근 1년간 정부 연구비로 총 1,578,847,719원을, 산업체(국내) 연구비로 총 

9,333,333원을 수주하였음. 참여교수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은 105,878,737원임

▪ 참여교수 연구업적

- 총 25개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그 중 8개가 SSCI에 등재된 저널(ENERGY & 

ENVIRONMENT, GLOBAL ENVIRONMENTAL CHANGE-HUMAN AND POLICY 

DIMENS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TELECOMMUNICATIONS POLICY, 

PACIFIC REVIEW, The World Economy, Foreign Policy Analysis, Journal of Human 

Rights)에 게재되었음

-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1) McLean, Elena V., Jaeyoung Hur, and 

Taehee Whang. 2021.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household solid fuel dependenc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71. 1-10. (2) Lee, Taedong. 2022. "Public deliberation o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e impact of values, processes, and personal 

attributes.”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55(25). 131794-1~131794-11. (3) Moon, 

Chungshik and Byungwon Woo. 2021. "Curse of friendship: IMF programme, friend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World Economy 45(5). 

2188-2221.

▪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 사업 추진 실적: 융복합 정치학 랩 시스템 구축

- 리서치 콜로키움: 랩 주도 리서치 콜로키움 4회와 2회의 성과발표회 개최

- 랩 참여 플랫폼 구축: 랩 중심의 연구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운용 및 Stanford University

의 d.schoold 컨셉을 벤치마킹해서 리모델링한 합동연구실 운영 

- 랩별 재정 지원 및 자체 재정 확보 노력: 대학원 매칭 펀드(10%) 및 어깨동무사업 프로젝

트 비용, 랩별 프로젝트 지원 실시(최근 1년 랩 지원비 약 750만원 지급). 참여대학원생의 

활발한 프로젝트 신청(참여대학원생 중 4명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형에 

선정, 10명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선정) 

- 융복합 국제화 랩 구축: 2021년 12월 21일, 2022년 2월 7일, 2022년 5월 20일-21일에 융복합 

워크숍을 총 3회 개최해서 랩의 융복합적 성격 강화

- 애드혹 랩 운영: 총 8개 애드혹 랩과 3개의 학생주도 애드혹 랩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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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 사업 추진 실적: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 전통적 통계교육 심화: <계량정치방법론>, <계량정치방법론Ⅱ>, <정치학질적방법론> 등 방

법론 수업 개설 및 국내 방법론 프로그램 참여 지원(총 25명)

-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International Lab의 네트워크 활용한 온라인 방법론 강좌 

4개 개설(인과추론,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언스)

▪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 사업 추진 실적: 국내외 연구기관/연구자와의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성 강화

-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 인문, 사회, 이공계 분야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

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융복합적 연구 강화. 어깨동무사업을 활용한 지역 연구자와의 파트

너십 구축(현재까지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의 8명의 지역 연구자 섭외해서 3회 워크숍 

개최) 

- International Lab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확장: 각 랩의 주도 하에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5회 개최.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및 연구 교류 활동

▪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학술 및 교육 16건, 언론 2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여 2건의 실적이 있음.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책이 각 나라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안보와 동맹, ESG, 지속

가능한 에너지 거버넌스, 경제제재와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

- 한국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학술 및 교육 7건, 언론 4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

여 3건의 실적이 있음. 국내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해결방안

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함. 특히, Politics of Forest Ad-hoc Lab은 숲 정치 생태계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했고,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은 정치학 교육 DB구축을 통해 정치학의 문제상황을 파악하는데 기여함

-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학술 및 교육 10건, 언론 1건, 정부기관 자문 및 사회참

여 1건의 실적이 있음. 한-호주 협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외교, 중국의 해양

법, 한국의 난민 정책, 세계시민교육, 북중 관계 등에 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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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3,580,279 1,578,848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29,710 9,333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247,332 105,879

참여교수 수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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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업적물

<1>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연

번

참여 

교수명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우수성 기술)

1 김명섭

김명섭·박재원. 2021.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 이승만과 박용만

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1(4). 165-202.

이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을 이승만과 박용만을 중심으

로 분석함. 두 인물의 개인적 갈등에만 주목하거나 현재의 정치적 평가를 과거로 투

사하는 경향을 역사정치학적으로 지양하고, 두 인물의 독립을 위한 헌신과 고민을 

‘있었던 그대로’ 규명하면서 하와이의 지정학적 특성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대표되

는 국제정치적 영향에 주목하여 양자의 독립운동노선을 재조명함. 

2 김용호

마월ㆍ박성호ㆍ김용호. 2022. “북중관계를 통해 본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 뉴

스 프레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26(2). 61-94.

이 연구는 중국 1차 자료인 ‘인민일보(人民日報)’를 융복합적 접근방법인 뉴스 프

레임 분석 방법론을 통해 분석했다. 즉, 국제정치학에 기반한 북중관계를 신문방송학 

연구방법론인 뉴스 프레임 분석에 입각해 ‘중국이 인식하는 북중관계’를 통해 북중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구체화하고자 했음. 이와 같은 새로운 분석틀로 김정

일, 김정은 시기 북한과의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에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으며, 연속성

은 북한의 대미접근에서, 단절성은 한중관계 개선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중국이 인

식하는 북중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입증하고자 했음. 인민일보에 대하 뉴스 프레임 

분석 결과, 김정일 시기 전통적 친선관계 계승, 대북 무상원조 등의 긍정적 내용이 주

를 이룬 반면 김정은 시기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북핵반대 등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차이는 물론, 양 시기 모두 ‘한국’과 ‘북한의 대미접근’이 

북중정상회담의 중요 변수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음.

3 김현정

김소연ㆍ김현정ㆍ문혜정. 2022. “중국 해경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법적 검토: 

유엔해양법협약 규정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15(4). 398-429.

이 논문은 과거 BK사업의 수혜자였던 김소연 캠브리지대 박사과정생(제1저자)과 교육

연구단 참여교수 김현정 교수(교신저자), 그리고 문혜정 박사가 3인 공저로 작성한 글

이다. 미-중 간의 해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중국의 중국 해경법과 해

상교통안전법 제·개정은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두 법률

이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음. 특히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많아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법률의 관할해역, 항행 제한 조치, 

그리고 해상 법집행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음. 분석에 따르면, 두 법률의 일부 규

정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수의 규정은 협약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121조에 중국 국내 법률과 국제협약이 충

돌 시, 국제협약을 적용한다는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중국의 협약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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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종윤

김재학, 김성현, 배종윤. 2021. “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

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7(4). 35-71.

이 연구는 한국이 198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방위구상(SDI)에 참여를 결정하였으

나, 이후 해당 결정이 무산된 사건에 대하여 자율-안보 교환 모델에 입각하여 살펴보

았음. 분석에 따르면, 80년대 한국이 미국 주도의 SDI 참여라는 자율성 양도 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역량 육성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는 당

시 수출지향적이고 중공업 및 전기전자산업 위주의 한국 산업구조가 직면한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결정이 결국 무산된 것은 당

시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한국이 SDI 참여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을 이전받는 데 

불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본고는 자율-안보 교환 모델이 

거래 행태로서 동맹국 간에 협력이 무산되는 원인에 대하여 함의를 제시함.

5
이태동·

백우열

Taedong Lee & Wooyeal Paik. 2022. "Asymmetric Barriers in Atmospheric Politics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 Case of Particulate Matter (PM)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s." In Kuei-tien Chou, Koichi Hasegawa, Dowan Ku, Shu-Fen 

Kao (eds). Air Pollution Governance in East Asia. Routledge.

본 연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 협력의 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중국과 한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는 국

가 역량, 경제적 이익, 국내 압력, 국제적 압력 등 비대칭 장벽이 대기 정치에서의 협

력 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분석에 기반하여 지역 인식 공

동체의 개선, 경제적 공동 이익,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의 감소 가능성을 높이는 다

자간 기관의 개선을 포함한 정책 제안을 제시함.

6
샤틀 

한스

Schattle, Hans. 2022. "The challenges in balancing national interests and global 

responsibilities in South Korea's refugee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33(4). 581–607.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analysis of refuge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since the national government in 2013 enacted a law intended to 

improve its treatment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nd align itself more close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The article begins by focusing 

on a major controversy that arose in 2018, following the arrival of more than 500 

asylum seekers from Yemen, an episode that revealed how considerable public 

antipathy toward refugees presents a social and cultural problem for South Korea as 

it charts a course for improvement of its treatment of refugees. The analysis then 

turns to numerous problems at the nexus of law and society that continue to plagu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and, in many instances, to deny basic 

rights to a rapidly growing number of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The article 

concludes by showing how, despite these problems, South Korea is better positioned 

than many of the world’s more affluent constitutional democracies to harmonize its 

national interests with its responsibilities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ongoing global efforts to protect and accommodate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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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정민

Jungmin Seo and Young Chul Cho. 2021.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7(5). 619-636.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ternational Relations (IR) as an academic discipline 

emerged and evolved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ountry's peculiar colonial and 

postcolonial experiences. In the process, it examines why South Korean IR has been 

so state-centric and positivist (American-centric), while also disclosing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history has shaped the current state of IR in South Korea, 

institutionally and intellectually. It is argued that IR intellectuals in South Korea have 

largely reflected the political arrangement of their time, rather than demonstrate 

academic independence or leadership for its government and/or civil society, as they 

have navigated difficult power structures in world politics. Related to this, it reveals 

South Korean IR's twisted postcoloniality, which is the absence – or weakness – of 
non-Western Japanese colonial legacies in its knowledge production/system, while its 

embracing the West/America as an ideal and better model of modernity for South 

Korea's security and development. It also reveals that South Korean IR's recent 

quest for building a Korean School of IR to overcome its Western dependency 

appears to be in operation within a colonial mentality towards mainstream American 

IR.

8 우병원

Moon, Chungshik and Byungwon Woo. 2021. "Curse of friendship: IMF programme, 

friend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World 

Economy 45(5). 2188-2221.

How do investors respond when a country participates in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programme? While there exists some optimism in and around the IMF on 

the catalytic effect of a Fund programme, empirical research on the catalytic 

finance reports rather diverse findings; contrary to most theoretical research, 

empirical studies repor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s well as null effects. 

This paper revisits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an IMF programme catalyses 

other finances, focusing on the catalytic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We modify the core theoretical logic behind the catalytic finance to identify 

conditions under which an IMF programme is more likely to catalyse FDI: we 

highlight the credibility of an IMF programme as a key determinant of any positive 

catalytic effect it may have and reason that politically motivated lending by the IMF 

can attenuate a programme’s credibility, depressing the catalytic effect. We 

empirically capture politically motivated lending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 borrowing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nd demonstrate that IMF loans 

to countries closely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are less likely to catalyse FDI 

than loans to countries that are not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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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연호

이연호. 2021. “ESG에 관한 정치경제적 분석.” 『동서연구』 33(4). 253-271.

이 연구는 ESG담론의 개념을 분석하고 지적 기원을 살펴보았음. ESG의 가치들이 중

상주의적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해서 이 모델이 시장 자유주의

적 자본주의 모델과 완전히 호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SG담론이 상정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되 이에 더하여 형평과 포용의 요소를 다소 

강조하고 있음. 중상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되 시장 자유주의적 모델

의 약점도 보완할 수 있는 제3의 모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이 연구는 이러한 문

제의식에 기초하여 ESG 담론이 확산 되게 된 정치적 역학관계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고 끝으로 한계와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10 이태동

Lee, Taedong. 2021. "Financial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capacity.”Energy & Environment 32(6). 1103-1116.

While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general, is increasingly gaining ground with 

regard to energy mix, the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riving 

factors and the obstacles that explain the variation in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ies.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18 

countries out of G-20 countries) from 2009 to 2013 assesses the association between 

installe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and its driv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inancial investment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 is crucial to 

enhanc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in leading economies. In addition to 

regulation and economic incentive policies, policies that ensure financial investment 

such as investment risk reduction measures can facilitate renewable energy capacity 

growth.

12 조화순

Whasun Jho, Youngwan Kim. 2022. “Regime complexity and state competition ove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elecommunications Policy 46(2).

This study focuses on regime complexity and state competition over global Internet 

governance (GIG). By conceptualizing and mapping international regime complexity, 

the actors in international issues concerning GIG are identified and studied and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states related to GIG are explored. In particular, the 

2012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re used in our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dispute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the GIG regime.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influence of powerful states, such as the US and China, can affect other states’ 

decisions on GIG. Furthermore, the findings reveal that democratic states with fewer 

regulations on busines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over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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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황태희

McLean, Elena V., Jaeyoung Hur, and Taehee Whang. 2021.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household solid fuel dependenc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71. 1-10.

A broad ran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can help to reduce household 

solid fuel consumption. Previous research analyzes some of the policies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implemented to decrease solid fuel 

dependence, but these studies tend to examine one policy and/or one country at a 

time. In contrast,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can encourage transition to 

less polluting fuels. Using data on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solid cooking 

fuel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grams promoting renewable energy, we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household solid fuel 

dependence. Our statistical tests show that such policies, regardless of their domestic 

or international origins, matter in explaining the level of solid fuel dependence. As 

the number of domestic policies increases, the share of population using solid fuels 

tends to declin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are also linked 

to reduced solid fuel dependence in countries where such international programs a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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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1.9.1.-2022.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McLean, Elena V., Jaeyoung Hur, and Taehee Whang. 2021.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household solid fuel dependenc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71. 1-10.

A broad ran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can help to reduce household solid fuel 

consumption. Previous research analyzes some of the policies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implemented to decrease solid fuel dependence, but these 

studies tend to examine one policy and/or one country at a time. In contrast,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can encourage transition to less polluting fuels. Using data on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solid cooking fuel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grams 

promoting renewable energy, we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household solid fuel dependence. Our statistical tests show that such policies, regardless 

of their domestic or international origins, matter in explaining the level of solid fuel 

dependence. As the number of domestic policies increases, the share of population using solid 

fuels tends to declin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are also linked to 

reduced solid fuel dependence in countries where such international programs are 

implemented 

2

Lee, Taedong. 2022. "Public deliberation o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e impact of 

values, processes, and personal attributes.”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55(25). 

131794-1~131794-11.

Public deliberation is a way of integrating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of the public into 

policy-making processes through the use of a representative sample in a series of debates 

and discussions of controversial issues, including o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driving factors behind participants' decisions, examining their value 

priorities regarding energy, deliberation processes for decision-making, and their personal 

attributes. Why did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public deliberation on nuclear power plants 

decide to resume its construction?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hose who 

were undecided in the first survey decided on the resump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 the final (fourth) survey.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statistical analysis 

suggested that those with a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and those who emphasize a stable 

energy supply and nuclear power plants’ industrial impacts were likely to support the 

construction resumption. In contrast, those who had concern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who watched televised debates were likely to support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n sustainable energy 

governance and individual behavior by providing (1) theoretical links between a value priority 

on energy,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deliberation process, personal attributes, an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2) empirical evidence of the undecided coming to a decision 

on nuclear energ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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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on, Chungshik and Byungwon Woo. 2021. "Curse of friendship: IMF programme, friend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World Economy 45(5). 2188-2221.

How do investors respond when a country participates in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programme? While there exists some optimism in and around the IMF on the catalytic 

effect of a Fund programme, empirical research on the catalytic finance reports rather 

diverse findings; contrary to most theoretical research, empirical studies repor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s well as null effects. This paper revisits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an IMF programme catalyses other finances, focusing on the catalytic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We modify the core theoretical logic behind the catalytic finance to 

identify conditions under which an IMF programme is more likely to catalyse FDI: we 

highlight the credibility of an IMF programme as a key determinant of any positive catalytic 

effect it may have and reason that politically motivated lending by the IMF can attenuate a 

programme’s credibility, depressing the catalytic effect. We empirically capture politically 

motivated lending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 borrowing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nd demonstrate that IMF loans to countries closely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are 

less likely to catalyse FDI than loans to countries that are not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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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및 실적

2.1.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 본 교육연구단은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에서부터 연구의 융복합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4단

계 BK사업에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학의 ‘창조적 파괴’를 모색하여 새로운 차원

의 융복합 연구로의 도약을 추구함

▪ 이를 위해서 본 교육연구단은 세계적인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고 세계적인 연구조직과의 교

류를 통해, 참여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랩 시스템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긴밀히 하고자 함

▪ 이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의 전략을 추진함

- 첫째, 랩 시스템 인큐베이팅을 통해 정치학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해결형 실행 연

구(problem-solving action research) 역량을 강화함. 수직적, 수평적 두 축으로 구성되는 랩 

시스템은 문제해결형 실행 연구(problem-solving action research)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 연

계 Think Tank로서 창의적 대안 제시를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임. 또한 이론과 현실을 결합한 근거 기반 해결(evidence-based solution)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진로개발과도 연계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융복합 정치학 연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을 도모함. 이

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존의 통계적 추론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통계방법론, 대용량 데이터론 포착할 수 없는 정치적 행위의 본질과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방법론의 체계화 추구

- 셋째, 새롭게 도입되는 랩 시스템을 발판으로 해서 혁신 과학기술 시대 정치적 문제해결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추진함. 이를 위해 본 교육

연구단은 혁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융복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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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해나가고자 함

- 넷째,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기 위

해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학문 네트워크를 구축ㆍ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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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략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1> 융복합 정치학 랩 시스템 구축

융복합 정치학 랩 시스템 기반 마련

▶ 랩 시스템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

▶ Two-Track의 랩 연합 위원회 및 사이버/물리적 차원의 랩 참여 플랫폼 운용

▶ 랩 주도의 리서치 콜로키움 개최와 애드 혹 랩 선발을 통한 랩 활동 지원

▶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 개최를 통한 랩의 융복합적 성격 강화

1) 융복합 정치학 랩 및 애드 혹 랩 시스템 구축 계획

▪ 융복합 정치학 랩의 재정 확보와 시스템 구축 로드맵

- 사업 2년차 중점 목표는 정치학 랩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에 있음. 이를 위해 우

선 랩의 재정적 차원에선 본 대학원 본부에서 지원하는 BK 교육연구단 예산에 대한 대학원 

매칭펀드 (교육연구단 BK 예산의 약 10%)의 일부를 랩 기반 사업 구축에 사용함. 이 밖에 

BK 국제화 예산과 BK 운영비 일부가 랩의 운영에 사용될 예정. 또한, 랩 참여교수들은 기존

에 수주한 외부 기관의 연구비를 초기 랩 인큐베이팅에 활용하고, 기존 학과에 축적된 랩 운

영 노하우를 랩 참여 연구진과 공유함. 이러한 연구비 활용은 정치학 랩의 운영을 위한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른 한편, 여러 랩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구

성한 ‘랩 연합위원회’도 지속 운영함

▪ 애드혹 랩 시스템 구축과 제도화

- 애드혹 랩은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부합하면서 공동체/사회/지역/세계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과물(논문, 보고서, 멀티미디어, 제도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산출이 가

능한 주제를 연구함. 단순히 대학원생 개인의 학습/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애드혹 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기존 정치학 랩과 중복되는 연구를 피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을 접목한 연구주제를 장려함.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정치학 교육, 융복합 정치학 기반 스타트업 시도, 융복합 정치학 랩 멀티미디어 플랫

폼 구축, 대학원생 연구공간의 정치, 부동산과 한국정치, 육아/교육에서 국가의 역할(아동학

대 문제 관련), 진로개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사업 2년차 중점 목표는 정식으로 애드혹 랩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2022년 겨울방학에 애드

혹 랩 운영 매뉴얼을 완성하고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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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1년간 융복합 정치학 랩 및 애드 혹 랩 시스템 구축 실적

사업 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랩 시스템

구축

랩 운영규정 수정 ㆍ랩 조직 및 재정 운용을 위한 내규 수정
완료/
지속

two-track의 랩

연합위원회 운영

ㆍ참여교수와 랩 매니저 투 트랙으로 구성되는 연합
위원회 운영 및 랩 운영 현황 공유 발표회 개최

완료/
지속

리서치 콜로키움 시행
ㆍ랩 주도 리서치 콜로키움 4회와 2회의 성과발표회 

개최 
완료/
지속

랩 참여 
플랫폼 
구축

사이버 ㆍ랩 중심의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운용
완료/
지속

물리적
ㆍ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컨셉을 벤치마치킹해

서 리모델링한 석사과정 합동연구실 운영
완료/
지속

랩별 재정 지원 및

자체 재정 확보 노력

ㆍ대학원 매칭 펀드(10%) 및 어깨동무사업 프로젝트 
비용, 랩별 프로젝트 지원 실시(2차년도 랩 지원비 
약 750만원 지급)

ㆍ참여대학원생 중, 4명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B형, 10명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아이디
어 인큐베이팅 장학금을 받음

진행

융복합 국제화 랩 
구축

ㆍ2021년 12월 21일, 2022년 2월 7일, 2022년 5월 20
일-21일에 융복합 워크숍을 총 3회 개최해서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함

완료/
지속

애드혹 랩
ㆍ총 8개 애드혹 랩과 3개의 학생주도 애드혹 랩이 

운영 중에 있음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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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 (2022년 8월 현재)

② 정치학 랩 운영 규정 수정

▪ 정치학 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랩 운영 규정을 마련해 놓았음. 각 랩의 매니저

는 BK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선발하도록 하였고, 랩 매니저는 랩의 운영과 교육연구단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또한 최근 1년 동안 특히 애드혹 랩에 관한 부분을 랩 매뉴얼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랩 운영을 지원함 

설립
시기

랩 명칭
참여
교수

연구주제
인원
2021-2

인원
2022-1

2020년 
이전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이태동
환경, 에너지 문제를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

9명 10명

2020년 
이전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

조화순
국제, 국내 정치경제를 위시해 사회
과학 전반을 망라하는 융복합적 연구

5명 5명

2020년 
하반기

Global Strategy Lab

(Political Interaction Lab 
변경)

백우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 상호작용
에 초점을 맞추어 융복합적 주제 
연구
[서브랩] Russia-Eurasia-Europe Dynamics 
Lab
[서브랩] New Southern Policy Lab
[서브랩] Economic Security Lab

10명 12명

2020년 
하반기

Economic Statecraft Lab
황태희
우병원

경제적 레버리지를 이용해 외교정
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에 대한 
연구

14명 13명

2020년 
하반기

Political Mechanism Lab 김상준
문제인식과 메커니즘 분석의 정치
연구

16명 17명

2020년 
하반기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서정민
기존 정치학이 수용하지 못한 비전
통적 정치학 접근방법에 입각한 연
구

14명 17명

2021년 
상반기

Maritime Order & Issues Lab
배종윤
김현정

해양안보, 해로안전, 해양법, 해양환
경 등 각종 해양정책 연구

7명 9명

2021년 
상반기

Capitalism and Democracy Lab 이연호
21세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융
합과 충돌 연구

3명 중단

2021년 
상반기

Text Mining North Korea 김용호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심층분석 수행 및 기존의 크렘린놀
로지를 발전 및 보완한 방법론 제
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5명 5명

2022년 
상반기

History and Politics Lab 김명섭

역사와 정치의 학제적 결합(정치사)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발명되었
거나 왜곡되어 온 과거에 대한 정
치적 분석을 시도

-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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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wo-track 랩 연합위원회 운영

▪ 랩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6일, 2022년 3월 8일 랩 매니저 회의를 열어 랩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고, 리서치 콜로키움과 연계해서 2022년 1월 26일과 2022년 7월 20일 

랩 활동 현황에 관해 참여대학원생 전체에게 설명 및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랩 매니

저 단톡방을 운영해서 랩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참여교수 중심 

랩 연합위원회는 2022년 2월 21일과 8월 22일에 개최되었음 

④ 랩 참여 플랫폼 구축

▪ 대학원생이 랩에 쉽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 플랫폼과 물리적 플랫폼을 구

축하여 운영함

▪ 사이버 플랫폼은 교육연구단의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웹사이트/멀티미디

어 기반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축됨. 사이버 플랫폼의 경우 단순히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전

통적 방식을 벗어나서 리빙랩(Living Lab) 개념을 도입한 대학원생 중심의 <Multimedia 

Ad-hoc Lab>이 주도해서 구축하였음. <Multimedia Ad-hoc Lab>은 본 교육연구단의 웹사이

트에 대한 기획, 디자인, 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랩으로, 교육연구단 단장과 웹서비스 기획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되었음. 웹사이트 구축이 완료된 2022년 1학

기부터는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콘텐츠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3~4명으로 규모를 축소함. 신

규 구축된 본 교육연구단의 웹사이트는 융복합 정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온라인/

멀티미디어 공간을 구상, 구축, 공유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랩 구성원들에게 창조를 통한 학습(Learning by creating)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성격 역시 내포하고 있음

▪ 물리적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석사/박사과정 합동연구실을 리모델링했음. 대학원생과 랩 구

성원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함을 동시에 융복합적인 사고를 위한 개방형 학

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Stanford University의 d.school 컨셉을 벤치마킹

하였음. 학생들의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기존 석사/박사과정 합동연구실(연희관 

501, 502호)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진단 평가를 내린 후 이 공간을 각 랩이 연구를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외부전

문가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연구실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

간이 마련되었음. 2022년 1학기에 웹사이트 구성이 완료되어 사이버 공간과 함께 온/오프라

인 랩 참여 플랫폼이자 융복합 교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⑤ 리서치 콜로키움 개최를 통한 랩 활동 지원

▪ 3단계 BK사업에서부터 운영되어 오던 콜로키움을 각 랩에서 진행 중인 연구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리서치 콜로키움으로 변형해서 운영함. 개별 랩 또는 랩이 연합해서 패널을 구성하

고, 랩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대학원생을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별도의 자유공모 패널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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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또한 자유공모패널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단계에 맞춰 두 종류로 구분하였

음. 1학기에 2번의 리서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는데, 그 중 1회는 랩 중심의 콜로키움이었

고, 1회는 전체 BK지원대학원생의 성과발표회였음

- 2021년 2학기에는 콜로키움이 3회 개최되었음. 첫 번째 BK 리서치 콜로키움은 9월 29일 개

최되었고, 환경ㆍ에너지ㆍ도시 정치학 랩에서 패널을 구성해서 3명이 발표하였음. 또한 랩 

미참여 학생을 위한 자유공모 패널이 “한국 정치ㆍ사회의 변화와 통합”이란 주제로 한 개 

조직되어 2명의 학생이 발표함. 두 번째 BK 리서치 콜로키움은 11월 24일 개최되었으며, 

Maritime Order & Issues Lab, Ad Hoc Lab for History of Concept, Text Mining North Korea 

Lab,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에

서 총 5개의 패널을 구성해서 총 17개의 발표가 있었고, 자유공모 1개 패널에서도 3개의 발

표가 있었음. 세 번째 BK 리서치 콜로키움은 1월 26일 개최되었음. 1부에선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거나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9명이 연구성과를 발표하였고, 2부에선 3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23명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현황을 발표함  

- 2022년 1학기에도 콜로키움이 3회 개최되었음. 첫 번째 BK 리서치 콜로키움은 3월 23일 개

최되었고,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과 Global Strategy Lab & Politics of 

Technology Lab에서 두 개의 패널을 구성해서 총 10명이 발표하였음. 특히, Global Strategy 

Lab & Politics of Technology Lab의 패널은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듣고 학생들이 전쟁의 다양한 쟁점들에 관해 발표하

였음. 두 번째 BK 리서치 콜로키움은 5월 20-21일, 25일 3일간 개최되었으며, Maritime 

Order & Issues Lab x Global Strategy Lab, Economic Statecraft Lab,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과 History and Politics Lab이 총 6개의 패널을 구성하여 

총 19개의 논문이 발표됨. 특히, 5월 20일과 21일에 개최된 콜로키움은 부산대학교와 공동주

최한 것으로 부산대 학생들이 토론으로 참여하였음. 세 번째 BK 리서치 콜로키움은 7월 20

일 개최되었음. 1부에선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거나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9명이 연구성과

를 발표하였고, 2부에선 3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23명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현황을 발표함. 

1부에선 2022년 1학기부터 시작된 3개의 학생주도 애드혹 랩의 진행 현황을 발표하였고, 2

부에선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거나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8명이 연구성과를 발표하였고, 3

부에선 3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25명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현황을 발표함    

⑥ 융복합 워크숍을 통한 융복합 랩 구축 지원

▪ 21세기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 정치적 新舊난제들은 기존의 

전통적 정치학 접근법, 방법론, 지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교육

연구단은 정치학과 사회과학 전반 및 이공학계열과의 융복합 교육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기

존의 구호 수준에 그쳤던 정치학의 전정한 융복합화를 이루기 위하여 융복합 정치학-사회

과학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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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에는 어깨동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정치와 정치학 교육

을 주제로 워크숍을 3회 개최했음. 1차는 2021년 12월 21일 “지방소멸인가? 지방소멸 담론

인가? 이 정치적 게임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대의 지역문제 

규정하기”이란 주제로 열렸고, 2차는 2022년 2월 7일 “인구소멸? 재정미자립? 중앙-지방 

양극화? 다문화와 사회통합? 무엇이 지역문제인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문제의 

개념짓기”라는 주제로 열림. 3차는 2022년 5월 20일-21일에 “지역정치와 정치학교육”이

란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되었음

⑦ 애드혹 랩 구축

▪ 애드혹 랩은 융복합 정치학의 자생적인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정치학 랩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자 

함. <Conceptual History Ad-hoc Lab>과 <Spatial Politics Ad-hoc Lab>은 과업 달성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종료되었음. 신규 애드혹 랩으로 2021년 하반기에 2022년 상반기에 

<Politics of Forest Ad-Hoc Lab>, <Journal Management Ad-hoc Lab>, <Politics of 

Technology>, <Societal Security Studies Ad-hoc Lab>, <Local Politics Ad-hoc Lab>,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nd 

Unification Ad-hoc Lab>이 신규 개설되어 총 8개 애드혹 랩이 운영 중임

▪ 학생주도 애드혹 랩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동기

를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플랫폼으로, 지도교수(참여교수) 없이 학생들이 직

접 운영함. 2022년 1학기 선발 과정을 거쳐 3개 랩(Mixed-methodology for Intra-disciplinary 

Commun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Ad-hoc Lab, Polython Ad-hoc Lab, Consular Affairs 

Ad-hoc Lab)을 지원했음

⑧ 교육연구단의 랩 재정 지원 및 랩별 재정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수주

▪ 본 교육연구단은 정치학 랩에서 수행하는 연구ㆍ학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칭펀드 및 어

깨동무사업을 이용해서 랩에 소속된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랩 운영비

를 지급했음(2022년 2학기 – 2022년 1학기, 약 750만원)

▪ 랩별 재정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수주

- Economic Statecraft L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생물학적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을 위한 공중보건체계: 위성사진 및 지능형교통체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층적 국가 간, 국

가 내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Political Forest Lab은 산림청에서 한국의 산림정치 개념 정립 

등 생태계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주하였음

- 강신재(Mixed-methodology for Intra-disciplinary Commun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Ad Hoc 

Lab 소속)는 “의원들은 왜 와플링 결정을 내리는가?: 제16-20대 한국 국회의 갈등법안을 중

심으로”란 주제로, 유성훈(Economic Statecraft Lab 소속)은 “투자자-국가 분쟁의 정치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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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윤도원(Global Strategy Lab 소속)은 “권위주의 통치, 권위주의 

체제 생존 그리고 복지: 사건사분석과 사례분석의 종합”이란 주제로, 이화준(Societal 

Security Studies Ad-hoc Lab 소속)이 “사회안보에 대한 군의 영향 연구 : 민군관계와 빅데이

터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형 연구기금을 수주받았음

- 강신재, 박성호, 신동은, 유성훈, 정민경 (이상 박사과정), 강다혜, 이준혁, 이지연, 임현진, 장

하은 (이상 석사과정)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장학금(ARF-

학술논문 유형)을 받음

3) 향후 추진 계획

▪ Two-track 랩 연합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랩 연합위원회가 참여교수와 학생의 투 트랙으로 구축되어 각 랩별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운영되고 있음. 향후 1학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교류해서 랩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를 강화해나갈 예정임

▪ 랩 참여 플랫폼 운영

- 사이버 플랫폼과 물리적 플랫폼의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음. 3차년도에는 운영과

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나갈 예정임

▪ 리서치 콜로키움 개최를 통한 랩 활동 지원

- 각 랩이 주관하는 패널로 구성되는 리서치 콜로키움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랩 패널에

는 지원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랩이 공동주최하는 패널 개최해서 랩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 이런 방식의 

콜로키움은 내ㆍ외부에서의 확장성을 추구하는 랩 시스템 성격을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됨. 향

후는 계획된 대로 2022년 2학기 3회, 2023년 1학기 3회의 리서치 콜로키움 개최 예정임 

▪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 개최를 통한 랩의 융복합성 강화

-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개최

되었음. 2022년 2학기에는 어깨동무사업과 연계를 통해 지방정치와 정치학교육을 주제로 2

회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음 

▪ 애드혹 랩 선발 및 운영

- 애드혹 랩이 총 8개, 학생주도 애드혹 랩이 총 3개 운영되고 있음. 2022년 2학기에도 9월 중 

3개 내외의 랩을 추가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임  

▪ 교육연구단의 랩 재정 지원 지속 및 랩별 재정 확보 노력 지속

- 본 교육연구단은 랩 인큐베이팅을 위해 랩에 소속된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에게 학술활동 지원비를 제공하였음. 또한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Economic Statecraft Lab, Politics of Forest Ad-hoc Lab 등에서 외부 프로젝트 지원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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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였음. 향후 교육연구단은 어깨동무사업 및 매칭 비용을 이용해서 랩 활동의 재정적 지

원을 지속하며, 개별 랩은 외부 프로젝트 수주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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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 <계량정치방법론>, <계량정치방법론Ⅱ> 그리고 <정치학질적방법론>이 개설되어서 정치학에서 사용
되는 중ㆍ고급의 통계모델과 질적 조사방법론에 대해 교육하였음

▶ COVID-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Online Intensive Course를 개설해서 다양한 방법론
에 대해 교육하였음

1)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계획

▪ 정치학적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추구하고자 함. 이를 위해 체계화된 정치학 통계 방법론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이를 발전시켜 국제 방법론 세미나를 방학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 중장기

적으론 정치학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세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전통적 통계 교육을 심화하기 위해 우선 양적 방법론의 교육과 접목시켜 1년 시퀀스로 현

재 진행 중인 기초-심화 방법론 교육을 확대함. 학기 사이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국제 방법

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정치학 주요 학술지의 협업 연구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

행하며, 한국의 학술지뿐 아니라 세계 주요 데이터 센터의 한국 내 대표로서 정치학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함 

▪ 정치학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대용량 데이터로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

해 양적 방법론이 고도화되고 새로운 난제들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틀이 개발될수록 정치학

의 질적 방법론에 대한 체계화 또한 연구역량 강화에 필수적임. 따라서 질적 방법론을 통해 

데이터 사이언스 구현을 시도하고자 함

2)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실적

사업 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전통적 통계 교육 
심화

ㆍ<계량정치방법론>, <계량정치방법론Ⅱ>, <정치학질적
방법론> 등 방법론 수업 개설

ㆍ국내외 방법론 프로그램 참여 지원(총 26명)

완료/
지속

ㆍ데이터 집합 플랫폼 구축 진행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ㆍ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 활용한 온라인 방법론 
강좌 개설(인과추론,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언스)

완료/
지속

ㆍ사회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행정학과의 연구자들과 
연세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 구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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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적 통계 교육 심화

▪ 2020년 2학기에는 <계량정치방법론Ⅱ>와 <정치학질적방법론>이 개설되어서 정치학에서 사

용되는 중ㆍ고급의 통계모델과 질적 조사방법론에 대해 교육하였음. 2021년 1학기에는 <계

량정치방법론>이 개설되어 정치학의 접근방법 중 경험적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와 기법을 가르침

▪ 2021년 2학기에는 <계량정치방법론Ⅱ>가 개설되어서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중ㆍ고급의 통계

모델에 대해 교육하였음. 2022년 1학기에는 <계량정치방법론>과 <정치학질적방법론>이 개설

되어 정치학의 접근방법 중 경험적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와 기

법을 가르침

▪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방법론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 25명을 지원하였음. 2020

년 2학기-2021년 1학기에는 KOSSDA 프로그램에 24명,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방법

론 프로그램에 1명이 참여하였음. 참여 프로그램은 공간통계분석 기초, 공간통계분석 심화, 

구조방정식 모형, 기초통계학, 중급통계학, 웹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사건사분석, 질

적자료 분석,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초, 네트워크분석 및 R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이었

음.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사이에는 방법론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 38명을 지

원하였음. KOSSDA 프로그램에 22명,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방법론 프로그램에 16명

이 참여하였음

▪ 해외 최고의 대학과 경쟁하기 어려운 국내 교육 여건을 감안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 자료를 집합한 온라인 데

이터 집합 플랫폼을 정치학 랩이 주도하여 구축하고 이를 대학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함. 온라인에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의 원본 여부, 출처, 그리고 저작권 위반 등의 

사안을 고려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런칭을 목표로 데이터 구축 중

②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온라인 집중수업

▪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방학 시즌마다 지원해 왔던 해외 방법론 특강수강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강의 및 방법론 특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 이에 Online Intensive Course의 정례

화 및 아카이브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Online Intensive Course는 각 

International Lab이 확보하고 있는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방학 기간 동안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한 강

의를 웹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1년차에는 총 7과목(겨울 4과목, 여름 3과목)이 실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3과목이 방법론을 

다루었음. 2년차 기간에는 6과목(겨울·여름 각 3과목)을 집중강의하였는데, 이 가운데 방법

론은 아래의 4과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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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 관련 Online Intensive Course 운영 현황

강의자 소속 날짜 수업내용

1 In Song Kim MIT
1월 18, 20, 25일

10:00-1:00 (6h)
인과추론

2 Dino Christenso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월 19일

09:00-11:00 (2h)
네트워크 분석

3 Hye Young You New York University
8월 22, 23일 

15:00-18:00 (6h)

이익집단 정치경제,

로비데이터 분석

4 James Bisbee Vanderbilt University
8월 24, 25일

9:00-12:00 (6h)

소셜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3) 향후 추진 계획

▪ 심화된 전통적 통계 교육 과정 운영 지속

- 양적방법론 초급과 중급 그리고 질적방법론 수업이 개설되어 전통적 통계 방법론 교육이 적

절히 이루어졌음. 2022년 2학기에는 양적방법론 고급 수업을 개설하여 3단계(초급, 중급, 고

급)로 구성된 방법론 시퀀스를 완성할 예정임

- 2022년 2학기에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의 백영민 교수, 행정학과의 문명재 교수 등

과 함께 연세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 구축 예정

- 2022년 2학기 온라인 데이터 집합 플랫폼 구축 예정이며, 또한 설문조사 관련 최신 소프트웨

어인 퀄트릭스(Qualtrics) 구독 가능 여부 검토

▪ 온라인 집중 수업을 통한 다양한 방법론 교육의 활성화

- 온라인 집중 수업을 아카이브화해서 매학기 방학마다 재개설하고 교수자와 온라인으로 Q&A

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학 통계방법론과 별도의 방법론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였음.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집중 수업은 방학 중 국제 방법론 세미나의 정기적 개최를 대체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향후에도 본 교육연구단은 전통적 통계 교육을 넘어서는 참여대학원생들

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Online Intensive Course를 적극 활용

하여 연구방법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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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연구기관/연구자와의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성 강화

국내ㆍ외 연구기관/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및 

학제 간 융복합성 강화 

▶ 국제법, 해양법, 해양과학,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의 세미나 및 프로젝트
에 참여해서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융복합적 연구를 강화

▶ 어깨동무사업을 실시해서 8명의 지역사회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연구ㆍ정책ㆍ기업 인력을 초빙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정치학 랩 생태계의 국제화 추구

1) 국내외 연구기관/연구자와의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성 강화 계획

▪ 융복합 연구를 선도해온 연세대학교 내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대 소속

의 동서문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디지털사회과학연구센터와 연계 지속. 또

한 랩 중심의 국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장,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함. 이를 위해 각 

랩이 중심이 되어 국제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추진해나감

▪ 새롭게 도입되는 랩 시스템을 발판으로 해서 혁신 과학기술 시대 정치적 문제해결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추진함. 4차 산업혁명 시기 사회

적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연구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전

문가들의 축적된 지식과 집단지성이 필수적. 본 교육연구단은 학문적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

적 지식의 축적과 교육 허브의 구축을 통해 정치학의 학제적 연구를 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혁신 과학기술 발전이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융복합 랩

을 운영해나갈 것임

- 인문학 중심 융복합 랩: 서정민 교수의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은 문화

인류학, 여성학과, 영어영문학과 등과 학제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해 나갈 계획

- 사회과학 중심 융복합 랩: 조화순 교수의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은 심리학, 문

헌정보학, 언론홍보학과, 사회학과 등과, 김상준 교수의 <Political Mechanism Lab>은 사회학

과와 지역학협동과정, 그리고 <Economic Statecraft Lab>은 타 사회과학 관련 학과와 구축 

및 강화해 나갈 계획

- 이공계 연합 융복합 랩: 이태동 교수의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은 도시공

학, 환경과학, 대기과학 및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등과, 백우열 교수의 <Global Strategy 

Lab>은 의과대학,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물학과, 신소재공학과 등과 학제 간 연구 네

트워크를 구축, 강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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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1년간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융복합성 강화 실적

① 어깨동무사업을 통한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본부는 대학원 혁신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공동사업인 어깨동무사업을 개시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에서도 수도권/

지방 양극화 또는 지방소멸과 같은 비관적 담론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역할을 고찰하고 융복합 정치학 랩의 지역 확장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어깨동

무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본 교육연구단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어깨동무 I-MAP

을 제시하였음. 즉 지역 문제에 대한 규정(Identification),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

를 발굴(Data Mining)하고 분석(Data Analysis),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 처방

(Prescription)을 제시하는 것을 본 교육연구단의 어깨동무사업 로드맵으로 제시하였음 

▪ 현재까지 7명의 지역(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연구자를 섭외하였음. 향후 지역연구자 네트

워킹은 질적, 양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호남권 지역연구자 섭외

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어깨동무사업 참여 지역연구자 

사업 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연계 및 

학제간 
융복합 연구 

강화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

ㆍ인문, 사회, 이공계 분야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네
트워크 구축 및 융복합적 연구 강화

지속

ㆍ어깨동무사업을 활용한 지역 연구자와의 파트너십 
구축(현재까지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의 8명의 지
역 연구자 섭외해서 3회 워크숍 개최)

지속

International-Lab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확장

ㆍ각 랩의 주도 하에 5회의 융복합정치학국제랩 워크
숍 개최

진행

ㆍ해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및 연구 교류 활동 지속

융복합 랩 운영
ㆍ인문학, 사회과학, 이공계 연구자를 랩원으로 영입하

여 ‘인문학 엽합 융복합 랩’, ‘사회과학 융복합 
랩’, ‘이공계 연합 융복합 랩’ 구축

계획

권역 성명 직책

강원권 임유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남권

서재권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정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

충청권
구본상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영득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수도권 김명철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09 -

- 영남권: 영남권에서는 지방의회 및 정치와 관련된 여러 업적을 쌓고 있는 부산대 정치외교학

과 서재권 교수, 지역소멸과 에너지 정치경제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김성균 에

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지방자치와 스마트시티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황정

화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원을 지역연구자로 섭외하였음

- 충청권: 충청권에서는 정치학 데이터통계와 한국정치 전문연구자인 구본상 충북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와 한국정치, 지방정치, 그리고 정치경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역연구자로 섭외하였음

 

- 강원권: 강원권에서는 정치경제, 지방정치, 그리고 통일정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임유진 강

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역연구자로 섭외하였음

- 수도권: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는 국제정치와 핵안보, 그리고 지방대 수도권의 이항적 대립

구도에서 지역으로서 수도권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명철 아주대 정치외

교학과 교수를 연구자로 섭외하였음.

▪ 3차례의 어깨동무 워크숍 개최: 어깨동무 워크숍은 본 교육연구단의 융복합 정치학-사회과

학 워크숍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되었음. 지금까지 세 차례의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였

으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탐색, 지역문제의 규명,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인덱스 개

발 등의 이슈를 논의하였음

② 인문, 사회, 이공계 분야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융복합적 연구 강화

▪ 참여교수는 국제법, 해양법, 해양과학,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의 세

미나 및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융복합적 연구를 강화하였음

- 김명섭 교수는 대한국제법학회(2021년 10월 22일), 극동문제연구소(2022년 2월 7일), 사)한미

우호협회·국제안보교류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발표 또는 토론

- 배종윤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팀 연구자문위원으로 2001년 12월

부터 2022년 6월까지 참여, 한국해로연구회-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 공동주최한 세미나(2021

년 10월 1일)에 사회자로 참여, 한국해로연구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주최한 세미나(2022년 4

월 15일)에 사회자로 참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서울국제법연구회 주관, 

국제법평론회-국제해양법학회-한국해로연구회 공동주최한 세미나(2022년 7월 1-2일)에 사회

자로 참여, 국책연구전략센터(NRC) 대외협력본부 국제협력부가 주도하는 ｢2021 세계전략연

구회｣가 후원한 연구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평화공존제도화팀”에 참여

- 백우열 교수, 산림청ㆍ국제정치학회ㆍ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이 공동주최한 심포지

움(2021년 11월 10일)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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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동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제1차 STEPI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 

분과”(2022년 6월 20일)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법제 영역의 위원으로 참석하였음. 한국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주관 패널에서 

발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주최한 THE GLOBAL EXCELLENCE SEMINAR에서 

“Translocal Relations of Climate Change”란 주제로 발표(2022년 3월 11일) 

 

- 조화순 교수,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에서 주최한 “코로나 19이후 디지털 사회의 정치변

동: 백신에 대한 국가별 인식과 소수자 혐오의 정치”(2021년 11월 17일)와 한국정치학회 하

계학술회의의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주관 라운드테이블 “탈진실과 양극화의 정치”(2022년 8

월 25일)에서 사회를 맡음. 또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서 한림원의 정기발간물 

「한림원의 창」 2021년 가을호에 “휴머니티 기술혁신 생태계와 과학기술인의 역할”을 기

고하면서 한림원 소속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과 교류 

- 김용호 교수, 북한연구학회(2022년 3월 18일)가 주최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국가

안보전략연구원의 저술 프로젝트 “국가행동 분석, 북한”에 참여하였음

- 이연호 교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의 EU 연구센터와 캐나다 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Diplomatic Round Table에 사회자로 참여

③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개최를 통한 융복합적 국제화 랩 구축

▪ 개별 랩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International Lab을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개편하여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플랫폼인 정치학 랩이 단독 또는 복수로 자체적으로 자신의 연구·

교육·사회공헌 주제와 연관된 해외 연구, 정책, 기업 인력을 초빙하여 랩 중심의 워크숍을 

구성함으로써 정치학 랩 생태계의 국제화 추구함

▪ 최근 1년 동안 다섯 차례의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방법론 

특강을 포함해 유명 해외 학회지인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ISQ)의 에디터들의 특강, 

남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개발 정책, 인권, 그리고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워

크숍 주제로 선정함. 워크숍 주최 랩 소속 대학원생들 및 외부 랩원들까지 발표·토론자로 

적극 참여시키고 해외학자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창출

▪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운영 현황

1) 워크숍 1: The State and Future of Political Methodology (Economic Statecraft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Hye Young You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s, New York 

University

6월 7일

15:00-19:30
정치학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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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숍 2: Recent Trends in Political Science Journal Publication: Insights fro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ISQ) Editorship (Journal Management Ad-Hoc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Krista Wiegand
Assoc.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Editor-in-Chief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Wonjae Hwang
Assoc.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Associate Editor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Sojeong Lee 

Global Security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in the Howard H. Baker Jr. 

Center for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ennessee, Managing Editor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Lonnie Ed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naging Editor of North Korea Review 

&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3) 워크숍 3: Global Strategic Interactions: China, India, Indo-Pacific and Ukraine-Russia War 

(Global Strategy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Jagannath 

Panda

The Head of Stockholm Centre for South 

Asian and Indo-Pacific Affairs,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6월 29일

9:00-13:30

최신 인도-중국 

관계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인도

Yujin Chung
Ph. 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6월 29일

9:00-13:30

소규모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교류

Wooyeal Paik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6월 29일

9:00-13:30

소규모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교류

Round Table
Ukraine-Russia War’s Impacts on Europe, 

East Asia, and their Interactions

6월 29일

9:00-13:30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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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숍 4-1: Interdisciplinary Dialogue on How to Decolonize Social Sciences in Korea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Jesook So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University of Toronto

7월 27일

10:30-12:10
한국학의 탈식민화

Yoonkyung Le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University of Toronto

7월 27일

10:30-12:10
한국학의 탈식민화

Young Chul 

Cho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탈식민시대 

한국한의 출현과 

발전

Jungmin Seo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탈식민시대 

한국한의 출현과 

발전

Seoyoung Choi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페미니스트적 

국제관계 비교

5) 워크숍 4-2: Decolonization in IR Scholarship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Olivia

Umurerwa

Rutazibwa

Assistant Professor in Human Rights and 

Politics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7월 27일

15:00-17:00

국제관계의 

탈식민지화

Young Chul 

Cho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7월 27일

15:00-17:00

지식생산을 위한 

탈식민지화

Jungmin Seo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5:00-17:00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본질주의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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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워크숍 5: Governing Complexity: An Earth System Governance Perspective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Rakhyun E. 

Kim

Assistant Professor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t Utrecht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지구시스템 

거버넌스 괸리 

Taedo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탄소중립전환 연구

Youngmi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발표글에 대한 

토론

Hee Seob Lee ICLEI East Asia Secretariat
8월 23일

15:00-17:00

기후유권자의 

동인화

④ 랩(Lab) 중심의 국외 연구기관/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확장, 체계화와 전문화

▪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여교수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

제적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해나갔음

- 김명섭 교수는 2021년 12월 27일 개최된 연세-게이오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였음. 김명섭 교

수는 2022년 5월 12일 하와이 한인이민사연구소 이덕희 소장과 연세대 이승만연구소에서 인

터뷰 시간을 가졌음. 인터뷰는 이덕희 소장이 동반한 하와이 현지 방송국에 의해 촬영되어 

추후 공개될 예정임

- 배종윤 교수는 2021년 12월 27일 연세-게이오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한일 외교전략,”에 대해 토론하였음. 또, 같은 날 개최된 게이오대학 법학부-연세대

학교 정치외교학과 교류회에서도 토론하였음. 배종윤 참여교수는 2022년 7월 12일 일본 게

이오기주쿠대학 한반도연구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변

화와 지속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실시하였음. 또, 배종윤 참여교수는 2022년 6

월 30일 한국해로연구회-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GIGA(Institute for Asian Studies,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독일)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ROK-US 

Alliance and the Implication for the Indo-Pacific”을 발표하였음. 배종윤 참여교수는 연세대

학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22년 6월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와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MOU 체결하였고,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편집장인 

Krista Wiegand 교수와 함께 “Recent Trends in Political Science Jounal Publication: Insights 

fro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ly Editorship,” 특강(2022년 6월 16일). 또, 미국 Pacific 

Century Institute의 fellowship 지원을 받아 2021-2022 James T. Laney Chair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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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을 운용함

- 서정민 교수는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

최한 Remapping the Feminist Global: A Multi-vocal, Multi-located Conversation의 Highlight 

Roundtable: Feminist Responses to a New Age of Geopolitics에 발표자로 참가하였음 

- 이태동 교수는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NISCSS)와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KIMS)가 공동 주최한 The 7th China - ROK Maritime Cooperation 

Conference(2022년 6월 16일)에서 Keynote Speech. The Asian Low Carbon 

Cities-Universities Network(ALUN)이 주최한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nsdisciplinary 

and Cross-sectoral Partnership for Smart Energy Transitions in Asian Cities(2022년 6월 20

일)에서 발표

- 우병원 교수는 ①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DVPW-OGPW-SVPW Joint IPE Conference에서 

“Secretary General Travels: Where Do They Go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를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최하은, 참여대학원생 정지환·임현진과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②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이수현 교수와 "How Much Yuan Is a Seat on the 

Security Council Worth? Chinese Foreign Aid and Lobbying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을 2022 AidData China Conference와 2021 APSA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③ 

University of Houston의 이송은과 공동으로 "A Wake-up Call for the Aid Optimists: US Aid, 

Authoritarian Recipients, and the Aid-Leader Survival Relationship"을 2022 MPSA에서 발표

하였음 ④ 참여대학원생 강신재·정지환, Yale University의 프랜시스 양과 "Do Political 

Factors Affect South Korean Peoples Policy Compliance?" 2022 APSA에서 발표 예정 ⑤ 

Oakland University의 Laura Landolt와 “Shaming or Pretending: Why Some NGO 

Submissions a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More Critical 

vs. Complementary than Others?” 2022 ISA Midwest Conference에서 발표 예정 ⑥ 

University of Georgia의 Amanda Murdie, Michigan State의 University 최하은, 참여대학원생 

정지환·임현진과 “UN Secretary General Visits & Human Rights Diplomacy” 2022 ISA 

Midwest Conference에서 발표 예정

- 김상준 교수는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주최한 ‘한일대학생 온라인 교류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대학생의 과제와 전망” 강연 (2022년 6월 4일)

- 진영재 교수는 SSCI등재 국제학술지 Korea Observer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 황태희 교수는 SSCI등재 국제학술지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편집위원으로 활

동

- 샤틀 한스 교수는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의 Ethnicity, Nationalism & Migration 

Studies 섹션에서 Distinguished Scholar Award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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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외 연구자와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음

- 우병원 교수는 Swarthmore College의 Ayse Kaya와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에 “China and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Chinese 

Influence Over Membership Shares?”을 게재하였음

- 황태희 교수는 University at Buffalo의 Elena McLean과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household solid fuel dependence”을 게재하였음

- 샤틀 한스 교수는 Rice University의 Kelsey Norman, York Universtiy의 Willem Maas와 

“Cities and the contentious politics of migration”을 게재하였음

3) 향후 추진 계획 

①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확장

▪ 어깨동무 파트너 선정을 통해 각 랩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현재 선정된 8명의 지역 연구자들은 앞으로 5개 연구 영역

에서 각각의 랩들과 협업해서 연구를 진행해나갈 것이며, 향후 매년마다 약 5명의 지역 연

구자들을 수시로 선별, 섭외해서 지역 핵심 연구자들과의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완성하

고자 함 

▪ 참여교수는 국제법, 해양법, 해양과학 등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의 세

미나 및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융복합적 연구를 강화하였음. 

향후에도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임. 또한 연세대

학교의 인문학, 사회과학, 이공계 연구자를 랩원으로 영입하여 ‘인문학 연합 융복합 랩’, 

‘사회과학 융복합 랩’, ‘이공계 연합 융복합 랩’의 구축 예정임

② 랩 중심의 국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장, 체계화와 전문화

▪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교류에 여려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랩이 가진 국제적 네트워

크를 이용해서 5차례의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성과가 있

었음. 향후 여러 랩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학술회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은 지원할 예정임. 또한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의 실시를 통해

서도 해외학자와의 연계를 넓혀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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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활동영역별 문제해결 기여 실적

▶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책이 각 나라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안보와 동맹, ESG, 지속가능한 에너지 거버넌스, 경제제재와 인권 등의 문
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

▶ 한국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사회
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함. 특히, Politics of Forest Ad-hoc Lab은 숲 정치 생태계 연
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했고,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 Future Career Lab은 
정치학 교육 DB구축을 통해 정치학의 문제상황을 파악하는데 기여함

▶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한-호주 협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외교, 중국의 해양법, 한국의 난민 정책, 세계시민교육, 북중관계 등을 다루었음

3.1. 산업ㆍ사회 기여 계획

<1> 혁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적 난제의 확인과 규명

▪ 4차 산업혁명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떠받치는 정치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정치학만으로는 규명, 해결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난제를 양산하고 있음. 따라서 본 

교육연구단은 혁신 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새로운 현상이 어떤 융복합적 난제를 낳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인과 관계를 규명해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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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문제 해결

▪ 이를 위해서 본 교육연구단은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융복합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낳은 일련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본 교육연구단은 

데이터 사이언스, 전통적 통계 방법론, 그리고 질적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함. 즉, 인공

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이용하고, 다른 한편에

선 양적 데이터론 포착할 수 없는 정치적 행위의 본질과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새로운 난제의 본질을 포착하고자 함.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난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3> 4대 문제영역

1)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미래는 현존하는 제반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선순환 

관계로 재구조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본 교육연구단은 지구적으로 인식

하고(think globally), 지역적으로 실천하는(act locally)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개념으

로 한국의 정치 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전지구적 정치갈등의 해결을 모색하여 글로컬 거

버넌스 구축,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본 교육연구단은 구체적으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컬라이제이션’, ‘포용성장을 위한 대외원조정책’을 연구함

2) 한국 정치 공동체 내 갈등

▪ 복잡성과 비예측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정치학 영역에서 포

괄할 수 없는 다양한 신 사회문제가 한국 정치 공동체내에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이

고 혁신적인 사고와 연구를 통해 신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 정치 공동체 내 4차 산업혁명과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

운 정치적 갈등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추구함.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되는 이

슈/문제는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과 이데올로기’, ‘정치와 법’ 등임

3) 아시아 정치 공동체 내 갈등

▪ 기존의 정치학은 냉전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아시아 내 국가 간 갈등에 집중하였으나 이와 

같은 고전적인 접근은 4차 산업혁명과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경적 난제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따라서 본 교육연구단은 4차 산업혁명 시기 아시아의 새로운 

갈등요소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최종적으로 해결책의 확산을 추구함.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되는 이슈/문제는 ‘미중 갈등과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의 아시아’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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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ㆍ사회 기여실적

<1>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1) 학술 및 교육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조화순

<한림원의 창> 2021년 가을호에 

‘휴머니티 기술 혁신 생태계와 

과학기술인의 역할’기고

조화순 교수는 정치학자로는 최초로 한국과학기술한

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출되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

들과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음. 2021년에는 한림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기 발간물인 <한림원의 창> 2021년 

가을호에 ‘휴머니티 기술 혁신 생태계와 과학기술인

의 역할’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인간중심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통찰력 제시. 

2 이태동

 ENERGY & ENVIRONMENT 

32권 6호에 “Financial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capacity” 게재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 민ㆍ관영역의 재정 투자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밝

히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

책을 제안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연구

에 기여함

3 황태희

 GLOBAL ENVIRONMENTAL 

CHANGE-HUMAN AND POLICY 

DIMENSIONS 71권에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household solid fuel 

dependence” 게재

이 연구는 국내, 국제적 정책이 가정용 고체연료 소비

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교체연료 소비를 줄이고 재생연료를 늘릴 수 있는 정

책 연구에 기여함

4 서정민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7권 5호에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 

게재

이 연구는 한국에서 학문분과로서 국제관계(IR)가 성

립되어온 과정을 분석해서 학문분과를 비판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 기여함

5 이태동

『국제정치논총』에 

“기후변화와 국제정치: 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 

어젠다” 게재

이 연구는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

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

고, 향후 더 탐구될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정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함

6 배종윤

『한국과국제정치』에 “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 

게재

이 연구는 1980년대 미국 주도 전략방위구상에 한국 

참여가 무산된 원인을 자율-안보 교환 모델에 입각해

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동맹국 간에 협력의 성공과 실

패를 이해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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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연호
『동서연구』에 “ESG에 관한 

정치경제적 분석” 게재

이 연구는 ESG 담론의 개념을 분석하고, 담론이 확산

된 정치적 역학관계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는 ESG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함

8 이태동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Public 

deliberation o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e impact 

of values, processes, and 

personal attributes” 게재

이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공론위에 참여한 

시민의 선택을 분석한 글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가

버넌스 구축 관련 연구에 기여함

9 우병원

The World Economy에 “Curse 

of friendship: IMF programme, 

friend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게재

이 연구는 IMF 프로그램이 다른 종류의 재정 특히, 

FDI의 촉매제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했음. 이는 IMF 프

로그램의 영향력을 해명함으로써 국제정치경제 체제

를 이해하는데 기여함

10 조화순

INTERNATIONAL 

INTERACTIONS에 “Domestic 

Politics and Requests for 

UNESCO’s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 게재

이 연구는 왜 어떤 권위주의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더 자주 유네스코의 국제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지를 설명하고자 했음. 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기여함

11 황태희

Foreign Policy Analysis에 

“When Does Audience Matter? 

Challengers' Stability and 

Audience Costs” 게재

이 연구는 청중 효과를 도전자의 안정성이란 문제와 

연계시켜서 새롭게 설명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전

쟁과 평화를 설명하는 이론의 구축에 기여함

12 황태희

Journal of Human Rights에 

“Economic sanctions, 

repression capacity, and human 

rights” 게재

이 연구는 경제 제재와 제재 대상 국가의 인권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이는 인권 침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 제재에 대한 이해에 기여함

13 김명섭

『한국과국제정치』에 “1972년 

데탕트의 한계와 국제질서의 혼

돈” 게재

이 연구는 1970년대 미국이 주도했던 데탕트의 의미

와 한계를 재조명하고, 이 한계가 탈냉전 이후 끼친 

혼란을 고찰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모

델을 제시하였음

14 김우상

평창평화포럼 ‘한미 

평화전략’세션 참여(2022.02. 

22-24)

2022년 2월 22일-24일 진행된 평창평화포럼 ‘한미 

평화전략’세션에 참여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

상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인가’ 등의 주제에 대해 미국 전현직 국회의원 

3인과 토론함

15 이연호

2022년 5월 23일, 연세대 동서

문제연구원 EU센터장으로 캐나

다센터와 함께 캐나다 대사, 호

주 대사, EU 대사, 체코 대사 

등 각국 인사들과 함께 향후 한

국과 세계의 외교에 대해 

Round Table 진행.

ESG와 같이 새로 떠오르는 가치들을 외교 정책에 어

떻게 녹여내야 할 것인지, 또한 향후 한국의 외교 정

책은 세계의 트렌드에 맞추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

야하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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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3) 정부, 전문기관 자문 및 사회 참여

17 이태동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성과 및 역할 강화 방안 연

구”참여(22. 2.1-7. 30)

십수년간 운영되어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특히 지방위원회 역할을 평가하는 부분을 

담당하였음. 이 연구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에 기여함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용호
문화일보 오피니언[포럼]에 2편 

기고(2022.03.03., 2022.05.18.)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한미동맹 등과 관련 한

국 외교가 지행해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함

2 백우열

국민일보(2022.05.10.)와 

한경(2022.05.10.)에 대한민국 

외교 관련 칼럼 2편 게재

한국외교가 지향해야 하는 방안을 글로벌 전략이란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하는데 기여함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이태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

최한 “제1차 STEPI 국가난제포

럼: 기후에너지 분과”(2022년 6

월 20일) 참여

STEPI가 주최한 “제1차 STEPI 국가난제포럼: 기후

에너지 분과”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법제 영역

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

한 법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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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1) 학술 및 교육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명섭

사)태평양시대위원회, 문화공간 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강의에

서 한국정치사의 주요 쟁점에 관해 

일반인 대상 강의 실시(2021.11.04., 

2022.06.23., 2022.07.21)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평화문제를 이해하는 시각 및 

한국 정치사에 대한 시민교육에 기여함

2 김명섭
논문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

기지 형성의 정치학, 1903~1909”

이 연구는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대한인 독립운동기지가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함. 이

는 한국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독립

운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함

3 김용호

『영화로 전선을 간다: 6.25전쟁, 

포연 속의 기록들』(서울: 이름 

출판사, 2022) 출판

전쟁과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에게 6.25전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교양교육 교재를 집필하여 시

민교육에 기여함

4 배종윤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을 받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 소속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통일문화 및 남

북한 교류에 대한 교육을 진행

하는 ｢통일문화교육｣ 사업을 진

행함(2021.05-17-2021.12.31., 

2022.05-현재)

2021년 사업에는 총1,166명이 참여, 2022년 5월부터 

진행된 2022년 사업에는 8월말 현재 약1,000명에 대

한 교육이 진행.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5 백우열

한국의 산림정치 개념 정립 등 

생태계 구축에 대한 연구

(2021.07.15.-2021.11.30.)

2021년 11월 10일 산림/숲 정치 심포지엄 개최을 개

최했는데, 이는 숲정치 연구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숲/산림정치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숲정치 

생태계 연구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국제 학술정책

연구 과제를 규명하는데 기여함

6 백우열
정치학교육생태계 DB 구축

(2021.03.01.-2021.08.31.)

정치학교육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정

치학교육의 현황을 보여주는 DB를 Notion으로 구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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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3) 정부, 전문기관 자문 및 사회 참여

7 조화순

『21세기정치학회보』32권 2호

에 “양극화와 정파 미디어: 낙

태에 대한 태도 온라인 실험” 

게재

이 연구는 정파 미디어와 양극화의 인과관계를 경험

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음. 이는 한국사회에 점증하는 

양극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함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명섭

언론사 인터뷰 및 기고(문화일

보, 2021.09.14., 2021.10.14., 

2021.11.11., 2021.12.09.; 조선일

보 2021.09.02, 2021.10.28, 

2022.04.08.)

한국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학술적, 지적 담론을 심

화시키는데 기여함

2 김상준

한국경제 칼럼(“韓, 정치 

양극화 심각…'네 가지 

민주주의'로 국민통합 

이뤄야”)(2022.04.05.)

국민통합을 위한 네 가지의 민주주의를 제시함으로

써 한국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3 김용호

매경이코노미 “뉴노멀 시대 

직장인을 위한 리더십 키우기 

노하우”코너 칼럼 5편 

게재(2022.05.13., 2022.05.27., 

2022.06.10., 2022.06.24. 

2022.07.08.)

한국사회 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4 김용호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신전력

원 블로그에서 ‘영화와 전쟁’ 

코너를 맡아 비영어권 영화를 

통해 전쟁과 실제 역사를 소개

하는 칼럼 게재

영화를 통해 전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칼럼을 통

해 군인의 정신교육에 기여함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배종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소속 

전문위원(2021.07-2022.06)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우수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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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화순
기아자동차그룹과 LG화학 

사외이사

조화순 교수는 2021년 기아자동차그룹 및 2022년 

LG화학의 사외이사로 선정되어 활동하면서 ESG 경

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 거버넌스 구조 개

선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은 사회과학적 전

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산-학 연계로서도 의미 있

는 것으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산업에서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기여함

3 김명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문위원 

활동(2022.01.12.~2024.01.11.)

한국근현대사의 역사정치적 쟁점들에 관해 자문을 

통해 한국 역사의 진실을 모색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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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1) 학술 및 교육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우상

한-호주 관련 회의에 참여해서 

강연 또는 토론(2022.06.08., 

2021.12.25.)

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에서 특강, 2021 

Australia-ROK Foreign Policy, Defense and Security 

Dialogue에 토론자로 참여해서 한-호주 간 상호 이

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양자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

는데 기여함

2 김우상

2021년 10월 11일 박진 국회의

원실과 함께 “미국의 인도ㆍ태

평양 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

택”이라는 주제로 정책보고서

를 발간

이 보고서는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의 인도ㆍ

태평양 전략과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입장을 정리하

였으며 미ㆍ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분석했음.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한

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3 김우상
2022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ALC) 웨비나 사회

2022년 1월 11일 진행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웨

비나에 사회자로 참여함. 해당 웨비나는 “미국 중

간선거 이후 동북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으며 루이스 페인 전 미 연방 하원의원, 존 파

소 전 미 연방 하원의원,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

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4 김현정
주요국 해양정책 및 해양법 실

행 관련 동향분석 연구

해양수산부 용역으로 주요국의 해양정책 및 해양섭 

실행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음

5
샤틀 

한스

The Challenges in Balancing 

National Interests and Global 

Responsibilities in South 

Korea’s Refugee Policy

이 연구는 한국의 난민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

으로, 한국의 난민 관련 법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한국의 난민 문제

를 이해하는데 기여함

6
샤틀 

한스

UNESCO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 주최한 워크숍

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한 강연

(2022.09.10., 2022.05.31.)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형성에 

기여함

7 배종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21

세기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한

국의 외교안보 과제”란 주제로 

특강(2022.06.23.)

한국의 군사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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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

다) 정부, 전문기관 자문 및 사회 참여

8 이태동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Delayed 

ratification in environmental 

regimes: Indonesia’s 

ratification of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게재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

안협정(AATHP)’의 지체된 비준을 설명하고자 했

음. 이는 월경성 연무오염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세

안 국가들의 노력을 이해하는데 기여함

9 김현정

『아주법학』에 “중국 해경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법적 

검토 - 유엔해양법협약 규정과

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게

재

이 연구는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되어 학계와 실무에

서 주목을 받아온 중국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이 

유엔해양법협약 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음. 이

를 통해 중국의 국제규범 순응 정도와 향후 국제사

회의 적절한 대응을 제시하였음

10 김용호

『국제지역연구』에 “북중관계

를 통해 본 정상회담의 연속성

과 단절성” 게재

이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시기 북한과 중국의 정상

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국 『인민일보』을 분

석해서 파악함. 이는 북중관계의 변화와 지속을 이

해하는데 기여함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배종윤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외교부의 ｢2020년 외교문서공개

｣ 외부전문가로 활동했고, 2022

년 1월부터 외교부 외교사료팀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외교문서 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 및 학술적 연구

의 기반을 정립하는 일에 기여함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샤틀 

한스

2022년 대통령 선거 관련 

아리랑 TV 뉴스 

출연(2022.03.09., 2022.03.10., 

2022.06.01.)

한국의 정치과정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영어권 독

자들에게 전달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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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의 문제,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의 

문제 그리고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ㆍ교육 활동, 언론 활동, 

정부 및 전문기관 참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책이 각 나라의 정

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안보와 동맹, ESG, 지속가능한 에너지 가버넌스, 경제제재와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

▪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 교육적 차원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역

사적 이해의 심화, 남북 간 협력을 위한 통일문화교육, 정파미디어와 양극화의 문제를 다루

면서 정책적, 사회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또한 산림/숲 정치 랩은 숲정치 연구의 불모지

에서 숲정치 생태계 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했고, 정치학교육 생태계 랩은 

정치학 교육 DB구축을 통해 정치학의 문제상황을 파악하는데 기여함

▪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한-호주 협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외교, 중국의 해양법, 한국의 난민정책, 세계시민교육, 북중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통

하여 아시아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함

▪ 3차년도에도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 한국 내 갈등과 협력 그리고 아시아 내 정

치적 갈등과 협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학술적, 실천적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

임. 특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실천적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주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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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4.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연구의 국제화 주요 실적
▶ 참여교수들은 미국, 캐나다 등지의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7편의 연구논문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음 

▶ 참여교수들은 저명 국제학술지인 Korea Observer,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의 편집위원장, 편집위

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연구 활동을 선도하고 있음

▶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플랫폼을 통해 개별 International Lab 위주로 운영되던 

국제적인 연구 협력이 정례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5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하였음

▶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 확보(4개랩 8명의 연구자 영입)

▶ 제11회 Annual IPSA-NUS Summer School for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에 3명의 참여대학원

생이 참여하였음

연번 참여교수명 실적구분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상세내용

1

김상준
국제학회/

학술대회

김대중도서관이 주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회의에서 ‘한일갈등을 넘어 역사화해는 가능

한가’ 기조연설(2021년 9월 30일)

2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주최한 ‘한일대학생 온라인 교류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대학생의 과제와 전망” 강연 (2022

년 6월 4일)

3 김우상
국제학회/

학술대회

연세-게이오 교류회에서 개최한 동북아, 한인관계 세션(Nishino 

Junya·김현정 교수 발표, 배종윤 교수 토론)에서 좌장 역할 

(2021년 12월 27일)

4 배종윤 국제학술지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5 배종윤
국제학회/

학술대회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편집장인 Krista Wiegand 교수

와 함께 “Recent Trends in Political Science Jounal Publication: 

Insights fro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ly Editorship,” 특강

(2022년 6월 16일)

6
백우열

이태동
국제저술활동

"A case of particulate matter (PM)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In (eds). Air Pollution Governance in East 

Asia (Routledge, 2022) 저술

7 진영재 국제학술지 SSCI등재 국제학술지 Korea Observer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8

황태희 국제학술지

SSCI등재 국제학술지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편

집위원으로 활동

9
SSCI등재 국제학술지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10 샤틀한스
국제학회/

학술대회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의 Ethnicity, Nationalism & 

Migration Studies 섹션에서 Distinguished Scholar Award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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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4-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우병원 Kaya, 
Ayse

미국/

Swarthmore

College 

Forthcoming. "China and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Chinese Influence Over Membership 

Shares?"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0.1007/s11558-021-0

9441-1

2 조화순 Yena Kim

미국/

Univ. of

Wisconsin, 

Madison

Domestic Politics and Requests for UNESCO’s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

https://www.tandfonlin

e.com/doi/pdf/10.1080/

03050629.2022.205102

5?casa_token=SIhVhW

wUWXgAAAAA:85rhg

TMrw9SQn-T7ZPBFM

HjaH0U80y21eNuGd6z

Rr1XbMMj4xNtUm23X

mtsLcv3YR8vNzIpmr7

PiVw

3 황태희

Chamseul 

Yu/

Sangmin 

Lee. 

미국/

Texas 

A&M 

Univ., 

Univ. of 

Rochester 

"When Does Audience Matter? Challengers' Stability and 

Audience Costs." 

https://doi.org/10.1093/

fpa/orac011

4 황태희
Sangmin 

Lee. 

미국/

Univ. of 

Rochester 

"Can Middle Powers Coerce? Behavior Patterns in 

Intervnetion and Sanctions after Cold War."

https://doi.org/10.1885

4/kpsr.2022.56.3.003

5 황태희
McLean, 

Elena 

미국/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household solid fuel 

dependence." 

https://doi.org/10.1016/

j.gloenvcha.2021.1024

08

6 황태희
Sangmin 

Lee. 

미국/

Univ. of 

Rochester 

“Economic sanctions, repression capacity, and human 

rights.”

doi:10.1080/14754835.2

022.2096404.

https://www.tandfonlin

e.com/doi/abs/10.1080/

14754835.2022.209640

4

7 샤틀한스

Kelsey 
Norman, 
Willem 
Maas 

미국/

Rice Univ.,

캐나다/

York 

Univ. 

Toronto

“Cities and the contentious politics of migration.”

https://www.tandfonlin

e.com/doi/full/10.1080/

14747731.2022.2086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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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1> 목표 및 당초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 개최,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국내외 

방법론 수강지원 확대, International Lab을 통한 국제 연구 네트워크의 확산 등을 통해 연

구의 국제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획을 제시함 

<2> 현황 및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은 개별 랩에서 구축하고 있는 InternationalLab의 연구 네트워크를 체계화하

고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를 대체하기 위해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플랫폼

을 런칭하였음. 현재까지 5회 개최한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은 개별 랩의 

연구주제를 심화하는 최적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또한, 2022년 7월 온라인으로 개최

되었던 제11회 Annual IPSA-NUS Summer School for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3명, 

KOSSDA 25명,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1명 등 총 29명이 방법론 특강을 수강할 수 있

도록 재정을 지원하였음. 마지막으로 4개 랩에서 초빙한 8명의 연구자를 해외학자 논문심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영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참여대학원생들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첫째, 본 교육연구단은 개별 랩에서 구축하고 있는 International Lab의 연구 네트워크를 체

계화하고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를 대체하기 위해 융복합국제랩워크숍 플랫폼을 런칭하였

음. 현재까지 5회 개최한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은 개별 랩의 연구주제를 

사업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국제화 및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국제학술회의 

개최

ㆍ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를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

랩 워크숍으로 대체하였고, 현재까지 5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완료/
지속

국내외 방법론

수강지원 확대

ㆍIPSA-NUS Methods School 3명 KOSSDA 25명, 연세대 디

지털사회과학센터 1명 등 총 29명이 이 방법론 특강을 

수강하였음 

완료/
지속

박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ㆍ4개랩에서 8명의 연구자 영입하여 해외학자 논문심사위

원 풀(pool) 확보

완료/
지속

랩 시스템 

구축

International Lab

의 확장

ㆍ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 플랫폼을 통해 

개별 International Lab 위주로 운영되던 국제적인 연구 

협력이 정례화 및 체계화되었으며 현재까지 5차례의 워

크숍을 개최하였음

완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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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최적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둘째, 본 교육연구단은 올해 7월 개최되었던 제11회 Annual IPSA-NUS Summer School for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에 3명, KOSSDA 25명,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1명 등 

총 29명의 참여대학원생이 방법론 특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였음. 특별히, 

방법론 특강을 수강한 참여대학원생이 제출하는 연수 보고의 내용을 강화하고 새롭게 배운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논문을 출간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여 방법론 연수가 1회성으로 그

치지 않도록 유도하였음

▪ 셋째,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 도움을 얻을 수 있

도록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였음. 총 4개 랩에서 8명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이들을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넷째,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의 플랫폼을 이용한 연구교류 노력이 활성화되

었고, 이 외에도 참여교수들의 개별적인 International Lab에서도 국제 교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음

1) 워크숍 1: The State and Future of Political Methodology (Economic Statecraft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Hye Young You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s, New York 

University

6월 7일

15:00-19:30
정치학 방법론

 

소속 성명 재직기관

Economic Statecraft Lab

Elena V. McLean 버팔로대(Univ. at Buffalo, SUNY)

Quintin H. Beazer 플로리다주립대(FSU)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Anders Blok 코펜하겐대(Univ. of Copenhagen)

Sirkku Juhola 헬싱키대(Univ. of Helsinki)

Global Strategy Lab

Cheng-Chwee Kuik 국립말레이대(UKM)

Xin Zhang 
화동사범대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History and Politics Lab

Ogata Yoshihiro 후쿠오카대(Fukuoka University)

Nishino Junya 게이오대(Kei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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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숍 2: Recent Trends in Political Science Journal Publication: Insights fro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ISQ) Editorship (Journal Management Ad-Hoc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Krista Wiegand
Assoc.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Editor-in-Chief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Wonjae Hwang
Assoc.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Associate Editor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Sojeong Lee 

Global Security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in the Howard H. Baker Jr. 

Center for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ennessee, Managing Editor of ISQ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Lonnie Ed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naging Editor of North Korea Review 

&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6월 16일

15:00-18:00

영문 학회지 투고 

전략 및 방법

3) 워크숍 3: Global Strategic Interactions: China, India, Indo-Pacific and Ukraine-Russia War 

(Global Strategy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Jagannath 

Panda

The Head of Stockholm Centre for South 

Asian and Indo-Pacific Affairs,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6월 29일

9:00-13:30

최신 인도-중국 

관계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인도

Yujin Chung
Ph. 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6월 29일

9:00-13:30

소규모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교류

Wooyeal Paik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6월 29일

9:00-13:30

소규모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교류

Round Table
Ukraine-Russia War’s Impacts on Europe, 

East Asia, and their Interactions

6월 29일

9:00-13:30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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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숍 4-1: Interdisciplinary Dialogue on How to Decolonize Social Sciences in Korea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Jesook So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University of Toronto

7월 27일

10:30-12:10
한국학의 탈식민화

Yoonkyung Le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University of Toronto

7월 27일

10:30-12:10
한국학의 탈식민화

Young Chul 

Cho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탈식민시대 

한국한의 출현과 

발전

Jungmin Seo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탈식민시대 

한국한의 출현과 

발전

Seoyoung Choi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0:30-12:10

페미니스트적 

국제관계 비교

5) 워크숍 4-2: Decolonization in IR Scholarship (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Olivia

Umurerwa

Rutazibwa

Assistant Professor in Human Rights and 

Politics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7월 27일

15:00-17:00

국제관계의 

탈식민지화

Young Chul 

Cho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7월 27일

15:00-17:00

지식생산을 위한 

탈식민지화

Jungmin Seo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7월 27일

15:00-17:00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본질주의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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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워크숍 5: Governing Complexity: An Earth System Governance Perspective 

(Environment-Energy-Urban Politics Lab 주관)

발표자 소속 및 직위 날짜 발표 주제

Rakhyun E. 

Kim

Assistant Professor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t Utrecht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지구시스템 

거버넌스 괸리 

Taedo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탄소중립전환 연구

Youngmi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8월 23일

15:00-17:00

발표글에 대한 

토론

Hee Seob Lee ICLEI East Asia Secretariat
8월 23일

15:00-17:00

기후유권자의 

동인화

- 이 외에도 참여교수들의 개별적인 International Lab에서도 국제 교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

었음

- 김명섭 참여교수는 2021년 12월 27일 연세-게이오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였음. 또, 2022년 5

월 12일 하와이 한인이민사연구소 이덕희 소장과 연세대 이승만연구소에서 인터뷰 시간을 

가졌음. 인터뷰는 이덕희 소장이 동반한 하와이 현지 방송국에 의해 촬영되어 추후 공개될 

예정임

- 배종윤 참여교수는 2021년 12월 27일 연세-게이오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미-중의 전략

적 경쟁과 한일 외교전략,”에 대해 토론하였음. 또, 같은 날 개최된 게이오대학 법학부-연

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류회에서도 토론하였음. 배종윤 참여교수는 2022년 7월 12일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 한반도연구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와 지속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실시하였음. 또, 배종윤 참여교수는 2022년 

6월 30일 한국해로연구회-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GIGA(Institute for Asian Studies,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독일)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ROK-US 

Alliance and the Implication for the Indo-Pacific”을 발표하였음. 배종윤 참여교수는 연세대

학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22년 6월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와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MOU 체결하였음. 또, 미국 Pacific Century Institute의 fellowship 

지원을 받아 2021-2022 James T. Laney Chair Professor Programme을 운용함. 

- 서정민 참여교수는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최한 Remapping the Feminist Global: A Multi-vocal, Multi-located Convers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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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Roundtable: Feminist Responses to a New Age of Geopolitics에 발표자로 참가하였

음. 

- 우병원 교수는 ①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DVPW-OGPW-SVPW Joint IPE Conference에서 

“Secretary General Travels: Where Do They Go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를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최하은, 참여대학원생 정지환·임현진과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②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이수현 교수와 "How Much Yuan Is a Seat on the 

Security Council Worth? Chinese Foreign Aid and Lobbying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을 2022 AidData China Conference와 2021 APSA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③ 

University of Houston의 이송은과 공동으로 "A Wake-up Call for the Aid Optimists: US Aid, 

Authoritarian Recipients, and the Aid-Leader Survival Relationship"을 2022 MPSA에서 발표

하였음 ④ 참여대학원생 강신재·정지환, Yale University의 프랜시스 양과 "Do Political 

Factors Affect South Korean Peoples Policy Compliance?" 2022 APSA에서 발표 예정 ⑤ 

Oakland University의 Laura Landolt와 “Shaming or Pretending: Why Some NGO 

Submissions a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More Critical 

vs. Complementary than Others?” 2022 ISA Midwest Conference에서 발표 예정 ⑥ 

University of Georgia의 Amanda Murdie, Michigan State의 University 최하은, 참여대학원생 

정지환·임현진과 “UN Secretary General Visits & Human Rights Diplomacy” 2022 ISA 

Midwest Conference에서 발표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더 많은 랩에서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국제랩 워크숍의 포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임 

▪ 매년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을 업데이트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