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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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Lab)을 인큐베이팅(incubating)하여 기존의 

구호 수준에 그쳤던 정치학의 진정한 융복합화를 추진했는데, 랩 시스템을 통해 (1) 

정치학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해결형 실행연구(problem-solving action 

research)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고, (2) 랩(Lab)을 바탕으로 Online-Offline의 다차원

적 공간에서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제 간 연계 및 융합(amalgamation)을 추

진했으며 (3) 융복합 정치학의 학문적 연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정치학 연구방법

론 기초확립을 도모했다. (1)의 경우, 지난 1년 간 랩시스템을 구축해서 랩이 조직, 

활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이와 관련 7개 분야 8개 사업이 진행되

어 6개 완료/지속, 1개 진행, 1개 계획 중에 있다. (2)의 경우,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들과 파트너십 강화와 International-Lab을 통해 국제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했고, 이와 

관련 5개 분야 5개 사업 중 3개 완료/지속, 2개 계획 중에 있다. (3)의 경우, 전통적 

통계교육 심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구축을 위한 2개 사업이 진행 중

에 있다. 또한 연구의 국제화 및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6개 사업 중 3

개 완료/지속, 1개 진행, 2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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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애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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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대학원생 연구실적과 관련해서는 2개 사업 모두 완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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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기 위해 정치학 랩에 기반한 융복합 교육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실무 경험 및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장시켰으며, 이를 통해 교육-연구-실무의 선순환을 이루

어 연구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랩의 국제화, 우

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박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등에 있어서는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개 완료/지속, 1개 진행, 3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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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 영역 

성과

교육역량 영역 중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1) 9개의 정치학 랩과 5개의 애

드 혹 랩(Ad Hoc Lab)이 운영되는 등 당초에 세웠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 ‘대

학원 교육과정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과목공유(cross-listing)를 통해 학과 간 과목 

공유 및 과목 교차 인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2021년 1학기에 세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21년 2학기에 추가로 두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3)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방학 동안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웹 

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총 7과목의 집중강의(겨울 4과목, 여름 3

과목)를 실시하였으며 누적 15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4) 정치학의 전정한 융복합화

를 이루기 위하여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 내에 

2회 더 개최할 예정이다. (5) 기존에 시행해 왔던 BK 학술 콜로키움을 정치학 랩과 

연합하여 리서치 콜로키움으로 발전시켜 연 6회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연구와 관련해 (1) 연세대학교에서 공모한 어깨동무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2) 이태동 교수는 2021년 3월부터 서대문구 협치사업

의 일환으로 대학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학부생 대상으로 사

회혁신역량 과목인 환경-에너지 정치를 개설하여 리빙랩 방법론을 도입했다. 인력양

성과 관련해 (1) 대학원생 배출 우수 사례로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의 김

명성 학생이 2021년 8월에 파타고니아 코리아에 취업했으며, (2)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의 김예나 학생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했다.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과 관련해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지 및 국내 우수 등재지

에 총 19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신진연구인력 양성과 관련해 소속 신진연구인력들

은 최근 1년간 국제저명 학술지 2편, KCI등재지 6편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이상

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명철 신진연구인력이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

(21.9.1 임용)으로 채용되었다.

교육 국제화와 관련하여 뉴노멀 시대의 언택트 교육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Online Intensive Course’를 2021년 2월과 8월, 두 차례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각 International-Lab이 확보하고 있는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계적인 

강사를 섭외하고 특정 주제(미국정치, 다자원조, 비교정치경제, 러시아외교정책)와 방

법론(실험연구, 네트워크분석, 게임이론)에 대한 강의를 웹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

행하였다. 이 가운데 5과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와 

협의하여 아카이브화 하였다. 

연구역량 영역

성과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랩 시스템 구축,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정치학 연구방법론의 기초 확립을 목표로 삼았다. 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랩 운영 규정에 기초해서 투트랙의 연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

으며, 랩이 주도하는 리서치 콜로키움을 시행해서 랩의 활발한 활동을 도왔다. 랩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측면에선 애드 혹 랩이 중심이 되어 홈페이지

를 구축했으며, 물리적 차원에선 스탠포드 대학 d.school 컨셉을 벤치마킹하여 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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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 합동연구실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다. 대학원 매칭펀드와 어깨동무 사업

을 통해 랩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각 랩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랩 

운영을 도모했다. 융복합 워크숍을 2회 개최해서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애드 혹 랩이 시범적으로 5개 운영되었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와 관련해선 학내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동서문제연구원, 통일연구원 등과의 연계를 강화했고, 사회과학대학 내의 

3개 학과의 BK 교육연구단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어깨동무사업을 통해 지역 연구

자 5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지역사회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또한 비판적 정치

학랩(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CAPS Lab)은 일본, 네덜란드 연구

자들과 웨비나를 열어서 국제 네트워크의 확장을 도모했고, Economic Statecraft Lab

은 미국, 싱가폴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과를 올렸다.  

정치학 연구방법론의 기초 확립을 위해 <계량정치방법론>, <계량정치방법론Ⅱ>, <정

치학질적방법론>의 수업이 개설되었고, 국내 방법론 프로그램에 38명의 학생이 참여

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방법론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해외 저명한 학자의 방법론 수업을 들을 수 있도

록 하였다. 

연구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저명 국제학술지의 편집위

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연구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랩에서 구축하고 있는 International-Lab은 국제공동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지의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 총 7

편의 논문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달성 성과 요약

총 48개 세부 사업 중 완료/지속 30개, 진행 9개, 계획 8개로, 완료/지속에 해당되는 

사업이 전체 계획의 62.5%,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81.2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역량 영역의 경우, 교육의 국제화를 포함해 총 25개 세부 사업을 진행 중

이며, 이 중 완료/지속 15개, 진행 5개, 계획 5개이며, 연구역량 영역의 경우 총 23개 

세부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완료/지속 15개, 진행 4개, 계획 3개로 연구단의 비

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교육역량 영역의 경우 진로개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교과목을 확대하고 취

(창)업률 향상을 위해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

술대회 참가와 논문 게재를 확대하고, 본부 대학원 정책과의 연계를 확대해 신진연

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본

부 대학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도 했던 국제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본 교육연구단에

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MOU 확대와 같은 계획이 진척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연구역량 영역의 경우 연세대 computing power를 공유해서 사이버 공간 확장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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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했지만, 연세대학교 본부의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

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의 진행여부에 따라 computing power 공유 사업 계획을 재

검토할 필요도 있다.

차년도 

추진계획

교육역량 영역의 경우 25개 세부 사업 중 완료/지속 단계에 있는 15개 항목의 성과

를 향상시키고, 진행 단계에 있는 5개 항목(어깨동무사업, 지역문제 해결 활동, 취

(창)업, CCDC, 공간 개조)을 활성화하고, 계획 단계에 있는 5개 항목(해외학자 논문

심사위원 풀(pool)제, 리서치 펠로우, 데이터 집합 플랫폼,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해

외석학 초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역량 영역의 경우 23개 세부 사업 중 완료/지속단계에 있는 15개 사업의 성과를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진행 단계에 있는 4개 항목(전통적 통계 교육 심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물리적 랩 참여 플랫폼 구축, 국제학술회의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계획 단계에 있는 3개 사업(computing power, 공간 확

보, 국제회의 개최,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재평가한 뒤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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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에서 정치학 박사

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및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적 대학과 연세대학교에서 현재(2021.8.3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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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여 편의 정책연구보고서 및 챕터를 발간하였

다. 최근 2년간 SSCI저널 4편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복수의 working paper는 주류 정치학과 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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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의정치(Politics of 

Forest)’ 등 정치학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을 실험적으로 구상하면서 정치학과 사회과학의 제 

분야, 그리고 이공학과의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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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1.2.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역량

  백우열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역량은 연세대 재직 중 3회에 걸친 우수강의 교수상(2018, 2019, 

2020)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으며, 단순히 기존의 전형적인 정치학 교과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치학내 융복합적 교과목(정치체제론, 아시아정치론, 사물정치론) 

등을 개설하면서 혁신적 과학기술에 따른 정치적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시도해왔다. 이에 더해 2019년 ‘정치학과 진로개발’수업을 통해 정치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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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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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연구를 학과 교수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교육연구단의 목표인 융복합

정치학 교육과정 구축의 일환으로 ‘혁신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2021년 2학기)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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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설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여러 형태의 애드 혹 랩(ad-hoc lab)인 ‘멀티미디어 애드 혹 

랩’, ‘공간정치 애드 혹 랩’, ‘Politics of Forest ad hoc lab’, ‘개념사 애드 혹 랩’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하며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고 있다. 

1.3. 교육연구단장의 행정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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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단장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등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의 다양한 평가 및 자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 수

립과 국가 및 글로벌 공동체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최근 2

년 간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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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역량을 검증받았으며, 이를 통해서 학내의 다양한 학과들과의 융복합적 교육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1.4. 최근 2년간 교육연구단장 연구 업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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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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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2학기 19 15 78.95

21년 1학기 18 15 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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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최근 1년간(2020.9.1.~2021.8.3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
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김기정 2021년 1학기 전출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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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2학기 78 26 33.33 51 13 25.49 9 3 33.33 138 42 30.43

21년 1학기 75 28 37.33 52 16 30.77 9 4 44.44 136 48 35.29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20년 2학기 280.00

21년 1학기 320.00

<표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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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3.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대비 실적

1)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

2) 교육 분야 목표 대비 실적

사업 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I-MAP 교과목 강화
·2020년 2학기 5개 과목, 2021년 1학기 3개 과목

이 개설되었으며, 2021년 2학기 5개 과목 개설
예정임

완료/지속

온라인 집중 수업
·겨울 4과목, 여름 3과목의 Online Intensive 

Course를 실시하였고, 5과목은 아카이브화했으
며 누적 151명이 참여함

완료/지속

과목 공유
·2021년 1학기 2개 과목, 2021년 2학기에 3개 과

목이 공유될 예정임
완료/지속

정치학 랩
·2개 랩에서 현재 9개 랩으로 확대되었으며 11

명의 참여교수를 포함해 70명 이상이 참여 중
임

완료/지속

애드 혹 랩
·5개 애드 혹 랩이 구성되어 25명 이상이 참여 

중임
완료/지속

융복합 워크숍
·2021년 2월과 6월에 융복합 워크숍을 개최했으

며, 연 내 2회 더 진행할 계획임
완료/지속

리서치 콜로키움
·2020년 2학기에 성과발표 1회 실시했으며, 2021

년 1학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2회 개최함. 
완료/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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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Lab)을 통해 I-MAP 구현
▶ I-MAP이 랩(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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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 인큐베이팅

▪ 5개 연구영역 확장

▪ 데이터 플랫폼 구축

▪ International-Lab 운영

▪ CCDC 전문화 및 강화

▪ 랩(Lab) 참여를 통한 진
로개발

▪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2.5트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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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 방학 기간에 국제 학술회의 개최 
예정임

진로개발 교과목
·2021년 2학기 우병원 교수가 <정치학교수법> 

과목을 개설함
완료/지속

데이터 집합 플랫폼 ·추진 예정 계획

산업・사회 
문제해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관련 교과목 개설
·2020학년도 2학기 <국제분쟁과 경제제재 사례

연구>, 2021학년도 1학기 <대외원조의 정치> 과
목을 개설함

완료/지속

어깨동무사업 선정
·4년간 매년 3천만원 지원. 매년 약 5명 정도의 

지역 연구자들을 수시로 선별, 섭외할 계획임
진행

지역문제 해결 활동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이 2021년 3월

부터 서대문구 협치 사업에 참여 중임
진행

인력양성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최근 1년간 석사과정 153명, 박사과정 103명, 
석박사 통합과정 18명 등 총 274명을 확보

완료/지속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2020년 2학기 33명(석사 20명, 박사 11명, 통합 
2명), 2021년 1학기 35명(석사 20명, 박사 13명, 
통합 2명) BK 연구장학금 수령

완료/지속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최근 1년간 졸업자 10명 중 3명이 진학했으며, 
취업대상자 6명 중 1명이 취업함

진행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

·연희관 5층 연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CCDC를 
위한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웹
사이트에 별도의 웹페이지를 개발할 계획임

진행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참여대학원생 전체 
연구 실적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19편의 논
문이 게재됨

완료/지속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실적

·최근 1년간 해외학술대회에서 10편, 국내학술대
회에서 4편을 발표함

완료/지속

랩 국제화 
추진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스탠포드 d.school/애리조나 주립대학 벤치마킹
·홍콩중문대학교 벤치마킹

계획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공간개조

·501호 석사과정 합동연구실을 d.school 컨셉으
로 리모델링

진행

융복합
국제화 랩

·연세프론티어 랩(대학원 본부) 해외 석학 초빙 계획

International-Lab의 
확장

·CAPS-Lab, 일본 및 네덜란드 연구자들과 제1회 
웨비나 개최

·Economic Statecraft Lab, 미국과 싱가폴 연구
자와 공동 연구 게재

완료/지속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Inbound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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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공식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들과 매
칭을 통해 한국어 교정/자료 검색 등 지원 예정

완료/지속

박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리서치 펠로우 ·2022년까지 3명 선발 계획 계획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2021-2학기 랩별로 명단 초안 작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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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정치학 Lab 및 Ad-hoc Lab 인큐베이팅: 정치학 랩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개방적인 교육환경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하였음. 평가 기간 동안 정

치학 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정치학 랩 운영 규정을 만들어 제도화하였

음. 기존의 랩 시스템을 기반으로 2개의 연구실에서 시작하여 현재 11명의 참여교수와 약 

60명의 참여대학원생과 외부연구원으로 구성된 9개의 정치학 랩이 구축되었으며, 5개의 애

드 혹 랩(Ad-hoc Lab)이 운영되는 등 당초에 세웠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과목공유(cross-listing) 교과목 개설: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사

업’의 일환으로 과목공유(cross-listing)를 통해 학과 간 과목 공유 및 과목 교차 인정을 보

다 활성화하여 타 학과 개설과목으로도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 2021

년 1학기에 세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21년 2학기에 추가로 두 과목이 개설될 예정임 

▪ 온라인 집중 수업을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방학 시즌마다 지원

해 왔던 국내외 방법론 특강수강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강의 및 방법론 특강에 대한 수요

가 높아짐.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집중 수업을 도입함. 세계적으

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방학 동안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

한 강의를 웹 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총 7과목의 집중강의

(겨울 4과목, 여름 3과목)를 실시하였으며 누적 151명의 학생이 참여함

▪ 융복합 워크숍 개최를 통한 문제해결의 융복합 교육연구 강화: 기존의 구호 수준에 그쳤던 

정치학의 전정한 융복합화를 이루기 위하여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을 2회 개최하

였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 정치학과 사회과학 전반(사회학, 행정학, 커뮤니케이

션스터디,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및 이공학계열과의 융복합 연구 현황, 과제, 가능성을 논

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발표자 섭외함

▪ 리서치 콜로키움: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존에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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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하였음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연구

▪ 연세대학교 어깨동무사업 선정: 연세대학교에서 공모한 어깨동무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됨 

(총 연구기간: 2021.6.7 ~ 2025.2.28, 1차년도 사업비: 30,000,000원). 이 사업 참여를 통해 정

치학 랩 제도 구축(institutional building)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밀도를 강화하며, 

이를 ‘지역사회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결합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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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함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연구의 선순환: 이태동 참여교수는 2021년 3월부터 서대문구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화 사업을 진행하여 학부생 대상으로 사

회혁신역량 과목인 환경-에너지 정치를 개설하였음. 이 수업에서는 리빙랩 방법론을 통하

여 환경-에너지 문제를 사용자와 연구자가 함께 탐구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의 에너지 인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이 경험을 바

탕으로 ‘국제환경-에너지 정치: 이론과 실천’을 2021학년도 2학기에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개설할 예정임

(3) 인력양성

▪ 대학원생 배출 우수 사례: 김명성 참여대학원생은 2021년 8월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파타고

니아 코리아에 취업하였음. 김명성 학생은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에서 활동하

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환경 관련 연구 활동을 하면서 파타고니아와 교

류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문제 액티비스트로 파타고니아에 취업한 우수 사례. 김예

나 참여대학원생은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우수 대

학인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정치학과 박사과정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며 2021년 가

을학기부터 입학 예정임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지 및 국내 우수 등재지에 논문 게재: 김재학 참여대학원생은 

SSCI 등재지인 Journal of Peace Research에 김우상 참여교수와 공저하여 논문을 게재하였

으며, 최서영 참여대학원생은 SCOPUS와 KCI 등재인 Journal of Asian Sociology에 두 편의 

논문을 서정민 참여교수와 공저하여 게재하였음. 또한 강신재 참여대학원생은 이전 BK 참

여대학원생이었던 안정배(Ohio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 임혜수 학생(Georgia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과 참여교수인 황태희 교수와 공저로 우수 등재지인 국제정치논총에 논

문을 출간하였음

(5) 신진연구인력 양성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연구 성과 축적과 전임교원 배출: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한 프로그램

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소속 신

진연구인력들은 최근 1년간(20.9.1~21.8.31) 국제 저명 학술지 2편, KCI등재지 6편의 연구 성

과를 거두었고,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명철 신진연구인력이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21.9.1 임용)으로 채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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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국제화

▪ 온라인 집중수업을 통한 뉴노멀 시대의 교육 국제화 프로그램 선도: 본 교육연구단은 글로

벌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글로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

도를 선제적으로 펼쳤음. 특별히, 언택트 교육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의 국제화 교육을 선

도하기 위해 ‘Online Intensive Course’를 2021년 2월과 8월, 두 차례 운영하는 성과를 거

둠. Online Intensive Course는 각 International-Lab이 확보하고 있는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방학 기간 동

안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웹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총 7과목의 집중강의(2월 4과목, 8월 3과목)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5과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협의하여 아카이브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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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야 목표 대비 실적

사업 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연구
역량 
강화

랩 
시스
템

구축

랩 운영규정 제정 ·랩 조직 및 재정 운용을 위한 내규 마련 완료/지속

two-track의 랩
연합위원회 구성

·참여교수와 랩 매니저 two-track으로 구성되는 
연합위원회를 조직, 운영. 랩 운영 현황 공유 
발표회 개최(2021년 8월 23일)

완료/지속

리서치 콜로키움 시행
·2021년 1학기부터 랩이 주도하는 리서치 콜로

키움 2회와 1회의 성과발표회를 개최 
완료/지속

랩 참여 
플랫폼 
구축

사이버

·computing power를 제공하는 연세대 본부 측 
센터 건립 이후 센터 공간 사용

계획

·멀티미디어 애드 혹 랩이 중심이 되어 랩 참여
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완료/지속

물리적
·스탠포드 대학 d.school 컨셉을 벤치마치킹하여 

석사과정 합동연구실 리모델링 실시
진행

랩별 재정 지원 및
자체 재정 확보 노력

·대학원 매칭 펀드(10%) 및 어깨동무사업 프로젝
트 비용, 랩별 프로젝트 지원 실시(2021년 1학
기 랩 운영지원비 약 1200만원 지급)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랩 운영의 재원으
로 사용 

완료/지속

융복합
국제화 랩 구축

·2021년 2월과 6월에 융복합 워크숍을 개최해서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함

완료/지속

애드 혹(ad-hoc) 랩
·개념사, 웹사이트/멀티미디어 기반 구축, 공간 

정치, 숲, 저널의 다섯 가지 주제로 파일럿 애
드 혹 랩 운영

완료/지속

국내 
및 

해외 
연구
기관
과의 
연계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

·연세대학교 내 동서문제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과 협력 관계 유지 및 발전. 사회과학대학 내 
타학과 BK 교육연구단과 네트워크 구축 완료/지속

·어깨동무사업을 활용해 지역 연구자 5명을 선
정해서 파트너십 구축

International-Lab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확장

·CAPS-Lab, 일본과 네덜란드 연구자들과 
‘CAPS Webinar #1 Topics and Issues of 
Chinese IRT’개최

완료/지속

·Economic Statecraft Lab, 미국과 싱가폴 연구
자와 공동 연구 게재

정치
학 

연구
방법
론 

기초 
확립

전통적 통계 교육 
심화

·<계량정치방법론>, <계량정치방법론Ⅱ>, <정치
학질적방법론> 방법론 수업 개설

·국내 방법론 프로그램 참여 지원(총 38명)
·데이터 집합 플랫폼 추진 예정

진행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 활용한 온라인 방
법론 강좌 개설(실험연구, 네트워크, 게임이론)

·연세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 구축 추진 예
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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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사회 
기여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

·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이 개별 나라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히고, 경제제재와 원조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제재와 
원조 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
한 사이버안보 전략을 비교해서 세계적으로 사이버 안보의 
현황을 제시하였음

·아세안 국가의 대기 협정을 분석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월경
성대기오염협력의 함의와 협력 과제를 도출했고, 경제성장
과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녹색일자리의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분석해 녹색일자리 정책의 새 과제를 제시
함. 광역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데이터를 이용해 지자
체의 기후적응 역량을 측정해서 지자체의 실질적 기후적응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함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세대학교ㆍ서대문구청 협
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리빙랩을 운영했음. 이를 통해 에
너지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함

한국 정치적 갈등과 

협력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참여하는 다양
한 행위자들 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해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
싼 갈등의 전개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고, 에너지 
정책 숙의에서의 공공참여 사례를 분석해서 효과적 심의참
여(deliberative participation)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최근 4차 산업혁명 이후 네트워크 사회에서 심화되는 혐오 
문제의 분석 및 해당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한국정치사에서 갈등
의 원인이 되고 있는 6.25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역사적 이
해의 심화를 도모했음 

·남북 간 협력을 위한 통일문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인
의 대북 인식의 변화 등을 다루면서 정책적, 사회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음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MD 효과의 확률적 모델을 통한 분석을 시행해서 향후 외교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이론적 수준의 가이드 라인
을 모색했고, 통일 문화 관련한 특강을 진행해서 일반인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

·한일 간 다양한 차원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시도했음. 한일 간 어업협정에서 해결되
지 못한 제3국 어업문제가 발생시키는 갈등을 해양법적 차
원에서 검토해서 국제법적 해법을 모색하였음

·쿼드와 중국 간 일련의 상호작용이 지역질서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예측했으며, 이는 지역의 평화적 질서 구축에 정
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국제화 및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국제화교육 TF 
·TF 출범(이태동, 김현정 교수)
·운영위원회 내에서 기능/역할

완료/지속

국제화 교과목 개발
·온라인 인텐시브 코스 5과목 강의로 해외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 부여
완료/지속

국제학술회의 
지원프로그램 운영

ㆍAPSA, ISA 등 저명 국제학술대회의 온라인 
참여 독려

ㆍ오프라인 학술회의 참여 시 경비, 페이퍼 리
뷰 및 톡 기회 제공

진행

국제학술회의 개최
ㆍ2022년 여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

정
계획

국제학술논문 발간 
지원프로그램 운영

ㆍ국제학술지 논문 작성 워크숍 진행
ㆍ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영어논문작성법 특

강으로 대체
완료/지속

MOU 운영 및 확대 ㆍMOU 점진적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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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학 랩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과 다양한 랩의 인큐베이팅 

▪ 본 교육연구단은 정치학 랩 시스템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여러 새로운 정치학 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랩 연합위

원회가 참여교수와 학생의 투 트랙으로 구축되어 각 랩별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었고, 랩 참여 플랫폼이 사이버와 물리적 두 가지 차원에서 계획 완료

되어 구축 작업 중에 있음. 각 랩 중심의 패널로 구성되는 리서치 콜로키움 역시 각 분야

의 외부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해서 대학원생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음. 또한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학-사회과학 융복

합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5개의 애드 혹 랩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음. 마지막

으론 랩 인큐베이팅을 위해 랩에 소속된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기타 외

부참여자(외부연구인력)에게 학술 활동 지원비를 제공하였고 각 랩은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

를 수주해서 자생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정치학 연구 방법론 기초 확립

▪ 2020년 2학기에는 <계량정치방법론Ⅱ>과 <정치학질적방법론>을 개설하여 정치학에서 사용

되는 중ㆍ고급의 통계모델과 질적 조사방법론에 대해 교육하였음. 2021년 1학기에는 <계량

정치방법론>을 개설하여 정치학의 접근방법 중 경험적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와 기법을 가르침

▪ COVID-19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국내 방법론 특강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

라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선호 및 수요가 높아졌음. 이에 따라 기존 국내 방법론 특

강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한편, Online Intensive Course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 수업(실

험연구, 네트워크이론, 게임이론)을 개설하고 이를 아카이브하여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수

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의 해외 방법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

고 있음. 2021년 7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제10회 Annual IPSA-NUS Summer School for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에도 7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함

(3)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 해당 주제를 다루는 랩(Lab)들이 중심이 되어 동서문제연구원의 해양문제 연구센터 및 환경

에너지ㆍ인력자원 개발 연구 센터와 해양 및 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

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는 북한학 분야 관련하여 연구 네

트워크를 심화하였고,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과 국가 거버넌스와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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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융복합정치학 랩(Lab)의 지역 확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연구 심화’라는 주

제로 어깨동무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사회로 정치학 랩(Lab)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4) 참여 교수들의 활발한 국제적 학술활동, 공동연구 참여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저명 국제학술지인 Korea Observer,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

적 연구활동을 선도하고 있음

▪ 또한, 참여교수들은 해외의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지의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7편의 연구논문이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둠

(5) International-Lab을 통한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 본 교육연구단은 개별 랩에서 구축하고 있는 International-Lab의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Online Intensive Course의 역량 있는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

량을 증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음

▪ 배종윤, 김현정 참여교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양정책/규범 Lab’은 

International-Lab을 국제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교류를 펼침. 배종윤 참여교

수는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Georgetown University의 Robert Gallucci,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Harry Kaziani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Joseph 

Yun, Stanford University의 Siegfried Hecker 등과 교류하였음

▪ 서정민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비판적 정치학랩(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CAPS Lab)은 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CAPS Webinar #1 Topics and 

Issues of Chinese IRT’를 개최하였음. 이 웨비나에는 서정민 참여교수, 조영철 전북대 교

수, Yih-Jye Hwang 라이덴 대학교 교수, Kosuke Shimizu, Ching-Chang Chen 류코쿠대 교

수들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이태동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역시 International-Lab의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음. 이태동 참여교수는 미국 럿거스 대학교의 

양혁 교수, 핀란드 Helsinki University의 Sirkku Juhola 교수와 함께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음

▪ 황태희, 우병원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Economic Statecraft Lab에서도 International-Lab의 연

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여러 연구교류와 업적을 쌓을 수 있었음. 황태희 참여교수는 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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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SUNY)의 Elena McLean과 함께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 연구논문을 게재함. 우병원 참여교수는 싱가폴 난양공

대 이수현 교수와 함께 Derechos en Acción, Political Studies에 연구논문을 게재함. 또, 미

국 Ohio State University의 Daniel Verdier 교수와 Economics of Governance에 연구논문을 

게재함. Swarthmore College에 재직 중인 Ayse Kaya 교수와의 공동연구가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에 게재 확정되었고, Oakland University의 Laura Landolt 교수와

의 공동연구가 Journal of Human Rights에서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음

▪ 한스 샤틀 참여교수 역시 다양한 국제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한스 샤틀 참여교수는 DePaul 

University, Loyola Marymount University의 교수들과 공동으로 클래스 미팅을 가짐. 또 한

스 샤틀 참여교수는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에 UC Berkeley, US Naval War College에 재직 

중인 교수들을 호스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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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1) 교육역량 부문

(1) 교육과정

▪ 진로개발 교과목 확대 필요: 2021년 2학기 우병원 교수가 <정치학교수법> 과목을 개설했으

나, LT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확대 필요: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리서치 펠로우 

파견, 데이터 집합 플랫폼 구축을 2021년 2학기부터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연구 관련 교과목 확대 필요: 2020학년도 2학기 <국제분쟁과

경제제재사례연구>, 2021학년도 1학기 <대외원조의 정치> 과목을 개설했으나, 기존 교과목

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산업 및 사회 문제해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인력양성

▪ 취(창)업률 재측정: 참여대학원생 중 2020년 2학기 졸업생 2명은 모두 진학했으나, 2021년 8

월 졸업생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취(창)업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지속적인 지원 

및 확인을 통해 해당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reative Career Development Center, CCDC): 연희관 5

층 연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CCDC를 위한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

간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CCDC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확대: COVID-19 상황 등에 따라 해외학술대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간 10편을 발표했으나, 다수가 한국정치학

회 주최의 World Congress였음. 해외학술대회 지원 일정 및 방법을 안내하고 온라인 회의

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신진 연구인력 지원을 위한 본부 대학원 정책과의 연계 확대: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한 교

육, 연구, 강의, 연구공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전임교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둠. 그러나 소속 신진연구인

력이 본부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기회는 부

족하였음. 향후 본 교육연구단은 랩에 소속되어 융복합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신진

연구인력이 연세프론티어연구원(Yonsei Frontier Lab)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 협력의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재정지원(씨앗자금)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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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의 국제화

▪ 해외석학 초빙: 본 교육연구단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여러 교육 국제화 프로그램들이 글

로벌 감염병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대학원 본부에서 추진

을 계획했던 해외석학 초빙은 향후 COVID-19 상황이 진정이 되고 대학원 본부에서 적극적

으로 초청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치학 분야의 석학을 초빙할 목표를 세우고 있음 

▪ MOU 운영 및 확대: 본 교육연구단은 목표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MOU 체결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해외 저명 대학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동

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던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남방과 오세아니아 지역, 

중동 지역, 그리고 미주와 유럽의 대학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본 교육연구단의 장기

적인 목표임. 현재로서는 글로벌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이 같은 게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 국제적 학술 교류를 위한 노력

을 재개할 예정임

▪ 리서치 펠로우 파견: 본 교육연구단은 최고 수준의 박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박사과정생에

게 장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국제화 경비 가

운데 장기연수비를 책정하고, 선정되는 3인(7명 목표)의 참여대학원생에게 연 2만불 가량의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음. 팬데믹 상황이 호전될 경우 본 교육연구단이 구축하고 있는 

International-Lab을 통해 해외대학에 리서치 펠로우를 파견할 예정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전작업으로 2021-2학기에는 선발과 관련된 일정과 계획을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공지할 예

정임

▪ 해외 저명대학 벤치마킹: 본 교육연구단은 Stanford University의 디스쿨(d.school)을 문제해

결형 융복합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음. 향후 글로벌 감염병 사태가 

호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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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리조나 주립대학(ASU)을 방문하여 언택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애리조나 주립대의 온라인 학부, 대학원 과정은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ASU는 온라인 수업의 몰입도와 성과를 높

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도구들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영의 노하우와 실제

를 경험하고 참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중국학을 전공하는 매년 대

학원생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학 최고의 석학들과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마

련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홍콩중문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본 교육연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팬데믹 상황이 진정된 이후 구체적인 프로그램

의 방식과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홍콩중문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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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역량 부문

(1) 랩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연세대 computing power를 공유해서 사이버 공간 확장을 도모했지만, 연세대학교 본부의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물리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 역시 입찰 관계로 일정이 예상보다 더 길어졌음. 전자의 경우, 

연세대 본부 측의 사업이 추진 되는대로 즉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둘 필요가 

있음. 후자의 경우 입찰을 조속히 실시해서 새롭게 정한 일정보다 더 연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 Online Intensive Course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연구방법을 교육했고, 기존의 전통적 

통계방법론 교육 역시 충실히 실시되었음. 향후 계획되어 있는 정치학 주요 학술지 협업 연

구 데이터 프로젝트 등의 사업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3) 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

▪ 본 교육연구단은 해외 학자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의 풀을 구성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학

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초빙할 계획을 제출함. 현재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와 국제화 TF는 

2022년까지 개별 랩 당 1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청함

(4) 제3회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개최

▪ 본 교육연구단은 2022년 여름, 제 3회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2019년 2월과 2020년 8월에 중국 Shandong University, 일본 Kyushu 

University,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등과 함께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

였음. 2022년에 개최될 제3회 국제학술대회는 본 교육연구단에서 랩 시스템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각 랩의 주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연구자들과 대학원

생들을 초빙하여 테마 중심의 깊이 있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삼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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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업적 요약

▶ 정치적 신구난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I-MAP 교과목을 강화함 

▶ 온라인 집중 수업(7과목)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함

▶ 타과(사회학과, 행정학과)와의 과목공유(2과목)를 추진함

▶ 정치학 랩(Lab) 9개 및 애드 혹(ad-hoc) 랩 5개를 인큐베이팅함

▶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세미나를 2회 개최함

▶ 리서치 콜로키움을 3회 개최함

1) 교육연구단의 교육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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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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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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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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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정치학적 접근법, 방법론,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 본 교육연구단은 이러한 전통적 정치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 과학시대의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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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하여 ‘문제해결교육’, ‘혁신융합교육’, ‘미래성공’이라는 세 가지 교육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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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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목 개발

▪ 정치학 Lab 인큐베이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박사과정 특성화 교육

▪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

개발 센터(CCDC)의 강화

▪ 정치학 Lab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

▪ 연구와 실무 겸비 2.5트랙 

교육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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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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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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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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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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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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참여를 통해 실무 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러한 진로개발 프

로그램은 연구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2.5 트랙(track)교육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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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대비 실적 

3)

(1) I-MAP 교과목 강화

▪ 정치적 신구난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 신규 개설함과 동시에 기존 강의를 

I-MAP에 맞춰 재편성함으로써 융복합 정치학을 위한 교과목을 강화하고 있음

사업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I-MAP 교과목 강화
ㆍ2020년 2학기 5개 과목, 2021년 1학기 3개 과목

이 개설되었으며, 2021년 2학기 5개 과목 개설
예정임

완료/지속

Online Intrnsive 

Course

ㆍ겨울 4과목, 여름 3과목의 집중강의를 실시하였
고, 5과목은 아카이브화 함

완료/지속

과목 공유
ㆍ2021년 1학기 2개 과목, 2021년 2학기에 3개 과

목이 공유될 예정임
완료/지속

정치학 랩
ㆍ2개 랩에서 현재 9개 랩으로 확대되었으며 11

명의 참여교수를 포함해 70명 이상이 참여 중
임

완료/지속

애드 혹 랩
ㆍ5개 애드 혹 랩이 구성되어 25명 이상이 참여 

중임
완료/지속

융복합 워크숍
ㆍ2021년 2월과 6월에 융복합 워크숍을 개최했으

며, 연 내 2회 더 진행할 계획임
완료/지속

리서치 콜로키움

ㆍ2020년 2학기에 성과발표 1회 실시했으며, 2021
년 2학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2회 개최함. 
2022년 여름 방학기간에 국제 학술회의 개최 
예정임

완료/지속

진로개발 교과목
ㆍ2021년 2학기 우병원 교수가 <정치학교수법> 

과목을 개설함
완료/지속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ㆍ2021년 2학기 중 대상자 명단 초안을 작성할 
예정임

계획

리서치 펠로우 ㆍ2022년까지 3명 선발 계획 중임 계획

데이터 집합 플랫폼 ㆍ추진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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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I-MAP 교과목 강화 현황

Identification Data Mining and Analysis Prescription

2020년

2학기

(POL6107) 

정보사회의세계정치 

(김정연)

(POL7140)

계량정치방법론II 

(우병원)

(POL7141) 

정치학질적방법론 

(서정민)

(POL5183) 

국제분쟁과 경제제재 

사례연구 

(황태희)

(POL6200)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실천

(김민정)

2021년

1학기

(POL6168) 

UNITED STATES AND 

WORLD AFFAIRS 

(샤틀한스)

(POL5103) 

계량정치방법론 

(김유진)

(POL6171) 

대외원조의 정치 

(우병원)

(1) Online Intensive Course을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

▪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방학 시즌마다 지원해 왔던 국내외 방법론 특강 수강이 어려워지

면서 다양한 강의 및 방법론 특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집중 수업을 도입

▪ 동·하계 방학시즌을 활용해서 실시간 온라인 집중 수업을 실시하고, 이 수업들을 아카이브

화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Online Intensive Course는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방학 기간 동안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웹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행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누적 참여학생은 151명임. 총 7과목의 집중강의 (겨울 4과목, 여름 3과

목)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5과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자와 협의하여 아카이브화 하였음

<표2-4> Online Intensive Course 운영 현황

강의자 소속 날짜 수업내용 참여현황

1
Elena 
McLean

SUNY, Buffalo
2월 16, 17, 22-24일

9:00-10:00 (5h)

다자원조

미국 대학원 어드미션 팁
12명

2
Anand 
Sokhey

Univ. of Colorado, 
Boulder

2월 16-18일

10:10-12:10 (6h)
미국정치 22명

3
Charles 
Crabtree

Dartmouth College
2월 24일

10:10-17:00 (6h)
실험연구방법 11명

4
Christopher 
Paik

NYU, Abu Dhabi
2월 19, 26일 

14:00-16:30 (5h)

비교정치경제

역사연구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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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과목공유(cross-listing) 교과목 개설

▪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과목공유(cross-listing)를 

통해 학과 간 과목공유 및 과목 교차 인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타 학과 개설과목으로도 졸

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하였음

▪ 학과 간 과목공유를 통해 타 학과의 특정 개설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도 전공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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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할 과목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함

▪ 본 정치학과는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여 타 학과와의 과목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회과학내 과목공유를 타 단과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임

<표2-5> 과목공유 교과목 개설 현황

학정번호 과목명 (교수명) 개설 학과 공유 학과

2021년 1학기
POL8130    정치체제론 (백우열) 정치학과 사회학과

SOC8888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김동노) 사회학과 정치학과

(3) 진로개발 (Learn and Blaze) 교과목 신규 개설

▪ 참여교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생들의 교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치학 교수법> 과목을 개

설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임

5
Dino 
Christenson

Washington Univ., 
St. Louis

8월 18-19일

9:00-12:00 (6h)
네트워크 분석 28명

6 Zhang Xi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8월 18-19일

14:00-17:00 (6h)
러시아 외교정책 10명

7
Muhamamet 
A. Bas

NYU, Abu Dhabi
8월 20일

14:00-21:00 (6h)
게임이론 18명

8
Elena 
McLean

SUNY, Buffalo
사전녹화 8월 16일

실시간Q&A: 8월 17일

다자원조

미국 대학원 어드미션 팁
8명

9
Anand 
Sokhey

Univ. of Colorado, 
Boulder

사전녹화 8월 13일

실시간Q&A: 8월 17일
미국정치 13명

10
Charles 
Crabtree

Dartmouth College
사전녹화 8월 13일

실시간Q&A: 8월 16일
실험연구방법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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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생들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 박사과정생들의 강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연세대학

교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인 LT(Learning by Teaching)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 박

사과정생들의 영어강의 기회를 확대할 것임

(4) 정치학 랩(Lab) 인큐베이팅

① 정치학 랩 운영 취지와 목표

▪ 정치학 랩은 기존의 연구 영역과 교과목 구분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생들

이 핵심 난제 해결을 위하여 합동으로 연구하는 플랫폼임

▪ 정치학 랩은 집단적 분업과 협업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추구(solution-seeking)를 위한 융복합

적 연구를 추구함

▪ 정치학 랩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의 제시, 개방적인 교육환경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함

▪ 랩의 연구 성과물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교육연구단

이 추구하는 문제해결의 I-MAP 교육을 구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을 기대함

▪ 정치학 랩에서 대학원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타 학과,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함

으로써 졸업 이후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blaze a new trail)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임

② 정치학 랩 운영 규정 제정

▪ 정치학 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랩 운영 규정을 마련함

- 각 랩의 매니저를 BK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선발하도록 함

- 랩 매니저는 랩의 운영과 교육연구단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랩 연합 위원회 구성

- BK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랩 연합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

여 랩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랩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 랩 연합 위원회는 BK운영위원과 랩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랩 연합위원회장은 BK교육연

구단장이 맡도록 함

▪ 랩 재정 지원

- BK 교육연구단에서 개별 정치학 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방법을 규

정에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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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치학 랩의 구축과 확장현황

▪ 1-2년차 목표: 정치학 랩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 ‘정치학 랩 매뉴얼’을 작성하여 랩의 운영 규정을 체계화했고 랩 시스템을 제도화함

- 평가기간 동안 정치학 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기존에 랩 시스템을 

도입한 이태동 교수의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과 조화순 교수의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에서 확대되어 현재 11명의 참여교수를 포함해 70명 이상의 

구성원이 9개의 정치학 랩을 구축해 당초에 랩 인큐베이팅을 위해 세웠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랩의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본 대학원 본부에서 지원하는 BK 교육연구단 예산에 대한 

매칭펀드 (교육연구단 BK예산의 약 10% 예정)의 일부를 랩 기반사업 구축에 사용

- 랩 참여교수들은 기존에 수주한 외부 기관의 연구비를 초기 랩 인큐베이팅에 활용하고, 

기존에 학과에 축적된 랩 운영 노하우를 랩 참여 연구진과 공유 

- 여러 랩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랩 연합 위원회’를 구성함 

랩 명칭 설립시기 참여교수 연구주제 인원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

2020년 

이전 
이태동

환경, 에너지 문제를 도시에 초점을 맞추

어서 연구
8명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

2020년 

이전 
조화순

국제, 국내 정치경제를 위시해 사회과학 

전반을 망라하는 융복합적 연구
3명

Political Interaction Lab
2020년 

하반기
백우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 상호작용에 초점

을 맞추어 융복합적 주제 연구
11명

Economic Statecraft Lab
2020년 

하반기

황태희

우병원

경제적 레버리지를 이용해 외교정책 목표

를 달성하려는 시도에 대한 연구
15명

정치메커니즘 Lab
2020년 

하반기
김상준 문제인식과 메커니즘 분석의 정치연구 14명

비판적 정치학 연구실
2020년 

하반기
서정민

기존 정치학이 수용하지 못한 비전통적 정

치학 접근방법에 입각한 연구
15명

해양정책/규범 Lab
2021년 

상반기

배종윤

김현정

해양안보, 해로안전, 해양법, 해양환경 등 

각종 해양정책 연구
5명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Lab
2021년 

상반기
이연호

21세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과 충

돌 연구
2명

Text Mining North Korea
2021년 

상반기
김용호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심층분

석 수행 및 기존의 크렘린놀로지를 발전 

및 보완한 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3명

<표 2-6> 정치학 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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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애드 혹 랩 시범운영(Pilot Program)

▪ 개요

- 정치학 애드 혹 랩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동

기를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플랫폼임

- 애드 혹 랩은 기존 정치학 랩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자 함

- 애드 혹 랩은 참여교수 없이도 학생들이 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애드 혹 랩은 융복합 정치학의 자생적인 기반 구축의 일환임

▪ 연구 주제

- 기존 정치학 랩과 중복되는 연구를 피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새로운 방법

론과 이론을 접목한 연구주제 

- 애드 혹 랩은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부합하면서 공동체/사회/지역/세계의 문제 해결에 기

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과물(논문, 보고서, 멀티미디어, 제도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산출이 가능한 주제를 연구함

랩 명칭 설립시기 디렉터 연구주제 인원

개념사 애드 혹 랩
2021년 

상반기

김현

송경호

새로운 개념사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구모임
11명

공간 정치 애드 혹 랩 
2021년 

상반기
백우열

연구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한 공간 문제 해결의 애드 혹 랩
5명

멀티미디어 애드 혹 랩
2021년 

상반기

백우열

송경호

웹사이트 구축 및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교육연구단 연구성과 홍보
8명

Journal Management 랩
2021년 

하반기
배종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

해 KCI급 통일연구와 SCOPUS인 NKR, 

JTMS 저널을 중심으로 저널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실무적 능력을 함양 

7명

Politics of Forest Ad-Hoc Lab 
2021년 

하반기
백우열

산림 관련 정치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산림연구 타 분야와의 연계하여 생태계

를 구축하며, 변화된 환경 여건에서의 

산림정책 발전방향 및 새로운 해법을 

모색

8명

<표 2-7> 애드 혹 랩 현황

(5)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세미나 

▪ 21세기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 정치적 新舊난제들은 기존의 

전통적 정치학 접근법, 방법론, 지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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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교육연구단은 정치학과 사회과학 전반 및 이공학계열과의 융복합 

교육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기존의 구호 수준에 그쳤던 정치학의 전정한 융복합화를 이루기 위하여 융복합 정치학-사

회과학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

▪ 정치학과 사회과학 전반(사회학, 행정학, 커뮤니케이션스터디, 경제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및 이공학계열과의 융복합 연구 현황, 과제,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발표자 섭외

① 제1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 

▪ 주제: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교육연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론

칭 워크숍(launching workshop)

▪ 일시: 2021년 2월 25일

▪ 내용:

시간 내용 참석자

13:00-13:10
개회사

(인사말)
문명재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

13:10-13:30 백우열 (정치학과 BK교육연구단장) “BK 융복합정치학 랩 소개”

13:30-15:00

[세션1] 

사회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발표1

토론1

허준(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이공학과 사회과학의 협력 연구 가능성: 

Special Data Science Approach)”

강정한(연세대 사회학과), 이삼열(연세대 행정학과)

발표2

토론2

염유식(연세대 사회학과), “융복합 연구를 통한 사회과학의 지평확장: Korea 

Social Life, Health and Againg Project (KSHAP)”

이태동(연세대 정외과), 이상엽(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15:00-16:00 [세션2: 라운드테이블 (자유토론)]

② 제2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 

▪ 주제: 데이터 사이언스, AI 딥러닝: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의 미래인가?

▪ 일시: 2021년 06월 22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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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참석자

14:30-14:40 
개회사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축사 문명재(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

14:40-16:20

[세션1] 데이터 사이언스, AI 딥러닝: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의 미래인가?

사회 백우열(연세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발표1

토론1

강정한(연세대 사회학과), “디지털 기술과 탈진실 시대의 도래”

송현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발표2

토론2

이상엽(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딥러닝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이기헌(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6) 리서치 콜로키움 

①  취지

▪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존에 실시해 왔던 BK 학술 콜로키움을 정치학 

랩과 연합하여 리서치 콜로키움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개별 랩 또는 랩 합동으로 패널 구성하도록 하고, 랩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대학원생을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별도의 자유공모 패널 조직

▪ 한 학기에 3회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그 중 2회는 랩 중심의 콜로키움으로, 1회는 

전체 BK지원대학원생의 성과발표회로 대체하기로 계획

②  현황/업적

▪ 2020년 2학기에는 3단계 사업에서 운영되던 콜로키움의 사후 평가를 위해 2021년 2월 5일

(금)에 BK 지원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성과발표를 실시함. 총 3개 패널에 26명이 발표함

▪ 2021년 1학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2회 콜로키움을 개최함

- 1차 BK 리서치 콜로키움: 6월 28일-29일 양일간 14:00-18:00까지 개최. Political 

Interaction Lab, Economic Statecraft Lab, 환경ㆍ에너지ㆍ도시 정치학 랩, 비판정치학 

랩, 해양질서와 해양이슈 랩, 개념사 애드 혹 랩에서 각각 패널을 구성해서 총 7개의 패

널이 열렸고, 랩 미참여 학생을 위한 자유공모 패널이 1개 조직되었음

- 2차 BK 리서치 콜로키움: 7월 28일(수) 18:00-21:00까지 개최. BK지원대학원생이 1학기 

연구성과를 발표했으며 총 6개의 패널에서 35명이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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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추진 계획

(1) 교육과정

① I-MAP 교과목 신규 개설

Identification Data Mining and Analysis Prescription

2021년

2학기

(POL7174)
혁신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백우열)

(YGS6002)
4차산업혁명의 이해(I)* 

(이연호)

(POL7140)
계량정치방법론 II

(우병원)

(POL6134) 
정당의 진화
(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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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목공유 교과목 확대

학정번호 과목명 (교수명) 개설 학과 공유 학과

2021년 

2학기

POL6200 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 실천 정치학과 행정학과

PUB6509 정책형성론 행정학과 정치학과

PUB8502 정책문제세미나 행정학과 정치학과

③  진로개발 (Learn and Blaze) 교과목 신규 개설

▪ 2021학년도 2학기 우병원 교수는 <정치학교수법>(POL7175) 과목을 개설함

(2) 정치학 랩 시스템 안정화 및 자생성 확보

▪ 사업 3-4차년도

- 중점 목표: 랩 기반 연구 플랫폼을 완성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책이 도출

- 여러 독립적인 랩을 ‘이공계 연합 융복합 랩’, ‘인문학 융복합 랩’, ‘사회과학 융

복합 랩’의 세 가지 연구 플랫폼으로 연합하여 타 연구분야 전문가와 합동 연구를 시행

- 또한, 데이터 허브와 관련 연구 시설을 구축하여 랩의 운영에 활용. 관련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대학원 본부에서 지원되는 매칭 펀드와 더불어 참여 연구진은 외부 기관과 연구

소에서 연구비를 적극 수주하여 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

- 연세대학교 본부는 대학원 혁신방안의 하나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전 학과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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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계획임. 사업 초기에 이러한 연세대학교의 

computing power 공유 및 사이버 공간의 확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학 랩의 

운영을 위한 유휴 연구공간을 확보할 것

▪ 사업 5-8년차년도

- 중점 목표: 랩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자생성을 확보하여 랩의 연구 결과물이 외부에 

학문적, 정책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3) 기타 대학원생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①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실시 

▪ 박사과정생이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

여 해외학자 심사위원 초빙을 제도화하는 등 영어 논문 작성의 요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②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선발 

▪ 박사과정생의 해외연수와 현장조사(fieldwork)등의 연구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3명 선발할 

계획임

③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의 강화

▪ 2022년에 대학원생들의 진로개발을 도울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학-사회과학 융

복합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임

▪ 2022년 여름 방학 기간에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합한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국제학술대

회를 개최 예정. 정치학 랩 중심으로 패널 구성할 것임. 홍콩 중문대학과 미국 USC의 연례 

대학원생 워크숍을 벤치마킹하여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대학원생 학술 네트워크와 커뮤니

티를 만들고자 함

 

④ 온라인 오픈 소스를 활용한 데이터 집합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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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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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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학년도 2학기 <국제분쟁과 경제제재 사례연구>, 2021학년도 1학기 <대외원조의 정치> 개설

▶ 연세대학교 어깨동무사업 선정(년 3천만원, 4년간)

▶ 이태동 교수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 지역문제 해결 활동

1) 목표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수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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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관련 문제들을 연구하고 연구경험과 결과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육과 연구의 선

순환을 도모

2)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업적

사업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산업・사회 

문제해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관련 교과목 개설
ㆍ2020학년도 2학기 <국제분쟁과 경제제재 사례

연구>, 2021학년도 1학기 <대외원조의 정치> 과
목을 개설함

완료/지속

어깨동무사업 선정
ㆍ4년간 매년 3천만원 지원. 매년 약 5명 정도의 

지역 연구자들을 수시로 선별, 섭외할 계획임
진행

지역문제 해결 활동
ㆍ<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이 2021년 3월

부터 서대문구 협치사업에 참여 중임
진행

(1) 관련 교과목 개설

▪ I-MAP 교과목 모두가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융복합 정치학을 통

한 정책적 처방(Pr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P 영역의 과목들이 이와 관련됨. P 영역 관

련 교육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다음을 꼽을 수 있음

① 우병원 교수 <대외원조의 정치> 

▪ 양자, 다자간 국제 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 수업은 대외원조의 정치에 관한 고전부터 최근

까지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주제별 주요 논문들을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하며, 본인

의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기말 페이퍼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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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황태희 교수 <국제분쟁과 경제제재 사례연구>

▪ 지난 수 세기동안 국가와 국제기구는 경제적 외교 도구를 여러 목적을 위해 사용해 왔음. 

본 과목은 이 가운데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와 대외원조(foreign aid)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외교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성과 부작용, 성공의 조건 등에 대하여 논

의함. 또한 이들의 적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국내적, 국제적, 환경적 요소들

에 대하여 논의함

(2) 연세대학교 어깨동무사업 선정

▪ 연세대학교에서 공모한 어깨동무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됨

① 총 연구기간: 2021.6.7 ~ 2025.2.28

② 1차년도 사업비: 30,000,000원

③ 사업 목표

▪ 본 정치학 대학원은 정치학 랩 제도 구축(institutional building)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의 밀도를 강화하며, 이를 '지역사회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결합하여 양자의 시너지

를 창출하는 형태의 '어깨동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함

④ 연구내용

▪ 본 교육연구단의 융복합 정치학 랩의 국내 네트워크 확장 및 심화라는 제도적 목표와 더불

어 이를 연구 역량과 성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밀한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

구자들에 대한 선별이 필요함. 특히 융복합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정치학자와 더불어 정치

학 외의 다른 이공계 및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교육연구단은 1년차의 5명의 연구자들을 시작으로 하여 매

년 약 5명 정도의 지역 연구자들을 수시로 선별, 섭외하는 과정을 거쳐 4년차에는 약 20명

의 지역 핵심 연구자들과의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인력들

과 연계된 지역연구조직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고려함

▪ 구체적으로 1년차에는 지역사회 해결 문제의 규명(Identification)과 지역사회 어깨 동무 파

트너 네트워크 구성, 2년차에는 지역사회 해결 문제의 본격적인 연구 주제 구체화, 지역사

회 해결 문제 연구의 방법론적 구축, 지역사회 어깨동무 파트너 네트워크 구성 확장, 3년차

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분석의 구체적 분석 심화, 지역사회 해결 문제의 연구 성과 도출, 

지역사회 어깨동무 파트너 네트워크 구성 확장, 4년차에는 지역사회 해결 문제의 정책적 

대안 도출, 어깨동무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융복합 정치학 랩의 지역적 확대 및 밀도 증가 

달성 및 지역사회와 글로벌 차원의 연결 시도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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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역연구인력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향후 4년간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에너지 문제, 지역 간 격차, 지방 소멸, 

부동산. 둘째, 한국정치공동체 내 갈등: 정치적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셋째, 4차 산업혁명의 

정치정보 환경 변화 및 지방 온라인 민주주의와 지방공항의 정치학. 넷째, 아시아 정치 공

동체 내 갈등의 맥락에서 초연결시대의 아시아와 지방도시간 연결 네트워크 

(3)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의 지역문제 해결 활동

▪ 이태동 교수가 주도하는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은 2021년 3월부터 서대문구 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화 사업을 진행하여 학부생 대상으로 사회혁

신역량 과목인 환경-에너지 정치를 개설하여 운영함. 환경-에너지 문제를 사용자와 연구자

가 함께 탐구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리빙랩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에

너지 인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였음

▪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으로 최근에 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한국의 녹색일자리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함. 이를 통해 2021년에 국제저명학술지 Sustainability에 “Matching and 

Mismatching of Green Jobs: A Big Data Analysis of Job Recruiting and Searching“를 게재

하였음. 해당 논문에서는 한국의 녹색일자리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매칭 수준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BDA)을 실시함으로써 정치학연구에 있어 창의적인 연구방법론의 활용 및 적용

을 개척함

3) 추진계획

(1) 관련 교과목 신규 개설

① 이연호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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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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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응용, 4차 산업혁명기술의 사회적 충격,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메카트로닉스 기술, 

기계학습을 이용한 사회과학 연구, 산업분야 미래기술, 의료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비즈니스 등의 주제를 다룸.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산업과 사회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역으로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배우는 기

회를 제공함

② 백우열 교수 <혁신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 이 수업은 혁신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정치학의 新舊난제 -기존의 정치적 갈등과 

협력의 성격 변화 및 급속도로 등장하는 정치적 갈등과 협력의 맥락에서- 해결을 위한 직

관적, 체계적, 창의적 연구를 목적으로 함. 이러한 정치 전 영역의 신구난제에 대한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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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정치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기술의 정

치(politics of technology)를 중심으로 융복합정치학의 맥락에서 실질적, 실천적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를 정치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공학의 동심원적 확장을 통해서 시도함. 또한 이 

수업은 학생주도 수업의 형태로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융복합정치학적 교육연구모델을 실험함

③ 진영재 교수 <정당의 진화>

▪ 이 수업은 정당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다룸. 정치 현상을 제도권 정치와 비제도권 정치의 조

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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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교과목 재구성

① 이태동 교수 <국제환경-에너지 정치: 이론과 실천> 

▪ 이 수업은 리빙랩의 계획과 실행을 목적으로 함. 리빙랩은 사용자 주도의 혁신으로 실험을 

통해 문제해결의 단초(시제품)를 마련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론임. 2021년 2학기 환경-에

너지 정치 수업은 교수-수강생-학생-서대문구-연세대와 함께 대학 에너지 효율화 리빙랩을 

계획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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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요약

▶ 최근 1년간 석사과정 153명, 박사과정 103명, 석박사 통합과정 18명 등 총 274명을 확보

▶ 2020년 2학기 33명(석사 20명, 박사 11명, 통합 2명), 2021년 1학기 35명(석사 20명, 박사 13명, 통

합 2명) BK 연구장학금 수령

▶ 최근 1년간 졸업자 10명 중 3명이 진학했으며, 취업대상자 6명 중 1명이 취업함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는 참여대학원생 수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0년 2학기 78 (26) 51 (13) 9 (3) 138 (42)

2021년 1학기 75 (28) 52 (16) 9 (4) 136 (48)

계 153 (54) 103 (29) 18 (7) 274 (90)

배출 

(졸업생) 

2020년 2학기 12 (2) 5 (0) 17 (2)

2021년 1학기 14 (8) 1 (0) 15 (8)

계 26 (10) 6 (0) 32 (10)

<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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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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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명, 박사과정 103명, 석박사 통합과정 18명 등 총 274명을 확보

▪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생 역시 정치학 랩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음

소속 랩 내용

Economic Statecraft Lab

정지환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차유연 (언더우드국제대 정

치외교학과) 학생이 랩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두 학생이 공저한 논문

을 국제정치학회 2021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

개념사 애드 혹 랩
김소희 (언더우드국제대 정치외교학과)은 개념사 애 혹 랩에 참여하여 

퀴어/페미니즘, 채식/비거니즘/동물권 연구

Politics of Forest Ad-hoc Lab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인 신민경, 박지훈, 김은서, 윤채영 

학생이 <Politics of Forest> 애드 혹 랩에 참여하여 산림 관련 정치 

현상을 공동으로 연구

▪ 2020년 2학기 33명 (석사 20명, 박사 11명, 통합 2명), 2021년 1학기 35명 (석사 20명, 박사 

13명, 통합 2명) BK 연구장학금 수령

3) 추진계획

▪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에 선발된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 과정과 배출 성과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관리하여 향후 중간평가보고서에 반영

▪ 2022년까지 최소 3명의 해외 리서치 펠로우 지원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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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취(창)업률(%)
(A/B)×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A)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2월 

졸업자

석사 2 1 1 0 0 0
0 100%

박사 0 0 0 0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8 2 0 0 6 1
16.67 100%

박사 0 0 0 0

  

  <표 2-9> 2020.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1) 목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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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C)’를 중심으로 진로개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임

▪ 둘째, 대학원생들의 정치학 랩(Lab) 참여를 통해 실무 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이러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은 연구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2.5 트랙(track)교육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임

2) 실적

(1) 취업 사례

▪ 김명성 참여대학원생은 2021년 8월에 파타고니아 코리아에 취업하였음. 김명성 학생은 <환

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에서 활동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환경 관

련 연구 활동을 하면서 파타고니아와 교류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문제 액티비스트

로 파타고니아에 취업한 우수 사례

(2) 해외 박사과정 진학 사례

▪ 김예나 참여대학원생은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우수 

대학인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정치학과 박사과정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며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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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부터 입학 예정임

(3) 국내 박사과정 진학 사례

▪ 유성훈, 정유진, 정민경 참여대학원생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

고 동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게 됨

3) 추진계획

(1)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CDC)’를 위한 공간 확보

▪ 연희관 5층 연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CDC)’를 위한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신규 홈페이지에 CCDC를 위한 웹페이지를 추가할 예

정임

(2) 정치학 랩에서 진학/취업 지원

▪ 정치학 랩의 외부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이 진학과 취업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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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19편의 논문이 게재됨

▶ 최근 1년간 해외학술대회에서 10편, 국내학술대회에서 4편을 발표함

3.1.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목표(수월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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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황/실적

(1) 대학원생 논문 대표실적

▪ 대학원생들이 SSCI,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와 우수 등재지(KCI)에 논문을 게재하였음 

① 김재학

▪ “Simulatio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Journal of Peace Research 

58(3): 510-522. (SSCI). 위 논문은 참여교수인 김우상이 교신저자로, 김재학 참여대학원생이 

제1저자로서 투고 및 게재된 연구로서, 해당 연구는 심리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억지이

론(deterrence theory)과 최첨단 과학기술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se system)를 연계시키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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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논쟁에서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국제정치학적 논쟁에 있어 낙

관론과 회의론 간에 있어 논리적 미싱링크를 제공함

② 최서영

▪ “Practicing Agency by Performing Vulnerability: Sexual Minorities at the Queer Culture 

Festival in Korea.” Journal of Asian Sociology 49(4): 501-525. (SCOPUS. 위의 연구 업적물

은 서정민 참여교수가 교신저자로, 최서영 참여대학원생이 주저자로 작성된 논문으로서 여

성학, 철학, 언론정보학 등의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출판한 저널 특집호의 논문 중 한 편

으로 연구업적물을 완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특집호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 및 

편집 과정에서의 상호 피드백 등) 학제간의 융복합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연구의 시야를 넓히고, 연구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음. 또한 위의 논문은 기존

의 정치학적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논의가 이루어진 ‘한국의 퀴어 퍼레이드’를 헤게

모니와 저항의 관계라는 권력 프레임을 통해 분석하며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저항을 이론화 

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③ 강신재

▪ “토픽모형을 사용한 국가 사이버안보 선호 분석.” 『국제정치논총』 60(4): 119-169. (우수

등재지). 이 연구는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제규범협력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가의 선호의제를 분석함. 이 연구는 전 세계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국가 사이버안보 선호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임. 본 연구는 토픽모형 알고

리즘을 포함한 일련의 텍스트처리 기법을 사용해 사이버안보 전략에 나타나는 국가들의 선

호의제를 도출함. 분석 결과, 군사화와 안보딜레마 상황에 주목하는 기존 연구들의 관심과 

대조적으로 국가들은 경제적 이해관계 보호(37.56%)에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선호는 다시 사적영역 보호와 인프라 및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분류되었음. 한편, 전통적 안보대응에 해당하는 규범협력(14.50%)과 군사화(11.02%)는 상대적

으로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두 의제에서 강대국의 리더십이 확인되지 않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제 사이버안보 정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사이

버안보 국제규범에 대한 현재의 담론이 향후 높은 변화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함. 이 

논문의 연구자들 중 두 명은(안정배, 임혜수) 과거 본 3단계 BK사업에 참여한 인력이며, 현

재는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음. 3단계 BK 사업단에서 시행했던 학

술 콜로키움과 각종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이 논문의 연구자들이 학술적인 교류를 자주 하

였으며, 해당 주제로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주최한 2019년 사이버안보 논문 공모전에서 대

상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한 제1회 신안보 학술상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

였음. 이 논문은 기존의 사이버안보 연구의 접근법과는 다르게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국가

에서 발행하는 NCS 문서를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나 선호에 대한 다국가분석이 가능하고, 또 의미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해당 연구 분야에 기여하는 점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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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생 전체 연구 실적

▪ 강신재, 가상준. 2020.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해 본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4): 33-66. - 이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본회의에

서 표결된 모든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표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봄 

▪ 고인환, 최하예, 강신재. 2021.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국회의원 간 갈등 양상 연

구: 17-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

보』 20(1): 5-42. - 이 연구는 다양한 의원 간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17~20대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두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약 24만 개의 발언

을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automated text analysis)으로 분석함

▪ 김진욱, 2020. “주관적 경계선과 물리적 충돌: 중일 해양영토분쟁의 인정투쟁론적 접근.” 

『지역과 세계』 44(4): 69-98. - 이 연구는 중국과 해양영토분쟁을 해양영토에 내재된 시원

적이지만 불완전한 ‘규범성’과 해양영토의 획득과 보전으로 국가가 실현하려는 정체성에 

관한 ‘인정(recognition) 욕망’으로 설명하는 연구임

▪ 박성호, 이화준, 김용호. "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

닝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5(1), pp. 125-161. (2021.06) - 본 연구는 

Textmining North Korea Lab의 첫 연구 성과로, 기존의 북한연구가 가지는 자료접근의 한

계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하며 기존의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

의 연구 방법이었던 크렘린놀로지(Kremninology)가 가지는 해석의 편향문제에 대해 어느 정

도 간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음

▪ 권지민, 박성호. "판문점에 대한 남북한의 정체성 비교-6・25 전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

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29(2), pp. 211-228. (2021.05) - 이 연구는 2018년 판문점회

담 이후 평화의 장소로 자리매김한 판문점에 주목해, 대한민국과 북한이 해당 장소에 대한 

인식 또한 공유하는지를 분석함 

▪ 유성훈, 김이연. 2021. “COVID-19와 사회적 거리 두기: 국내정치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

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동서연구』, 33(1). 65-93. (2021.03) - 본 연구는 높은 수

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응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안정적인 권위주

의 국가 역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잘 시행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

술적인 의의가 있음

▪ 권순환, 2021. “Do Populist Parties Increase Civic Political Participation? Empirical analysis 

of 30 countries in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8 (1). 73-98. - 본 

연구는 유럽 30개국을 대상으로 과연 포퓰리스트 정당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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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Lee, Taedong, Myungsung Kim and Natalie Chifamba. 2021. “Political Framework of 

Green New Deal: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nd US Proposal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 (2). 221-246 - Lee, Chifamba와 공저한 이 논문은 심각

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그린 뉴딜에 대한 틀을 비교 분석함 

▪ 황소희, “[Book Review]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and Networks” 『OMNE

S』 11(1). 117-122.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에서 발행하는 KCI 영어학술지 
OMNES에 게재한 북리뷰, Andrew Yeo의 편저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and 

Networks에 대한 서평은 북한인권이 북한이탈주민의 초국적 네트워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담론화되는 과정을 분석한 여러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 황소희, “비정부기구정치학으로 분석한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교황청” OUGHTOPIA: 
Journal of New Visions for Human Society 34(3). 5-37. -  본 논문은 교황청과 한국 정부

의 관계사 정리 협정에 따라 바티칸도서관 문서고와 미국 메리놀회선교회 자료 등을 한국 

천주교회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착수하게 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교회사 연구에 머물

던 바티칸의 영향력을 정치학의 관점으로 새롭게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음 

▪ 최재동, 홍수민, 조화순. 2021. “국제 이슈에 나타난 진보·보수 언론의 프레임 경쟁: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미디어 담론 분석.”『정보사회와미디어』22(2) 51-75.. - 본 

연구는 언론의 프레임 경쟁이 국내 이슈를 비롯해 국제 이슈 보도에서도 발견되는지 여부

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둘러싼 정파적 매체 간의 보도 행태를 통해 경험

적으로 분석하였음

3) 추진 계획

(1) 정치학 랩 중심의 학습/연구 지원

▪ 정치학 랩에서 대학원생들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재학 중에 우수 논문을 출

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한 학습/연구 지원

▪ 기존의 학술 콜로키움을 발전시킨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논문 작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고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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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1) 목표

▪ 융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논문 발표

① 사이버 안보, 시민권, 온라인에서 청중비용,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융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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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1) 해외학술대회

▪ 최서영, 서정민, 2021.04.“Have the Subaltern Spoken? Positioning the Speech of “Comfort 

Women” in Postcolonial Korean”; ISA Virtual Convention 2021

▪ 최서영, 류혜민, 2021.04.“Embracing Postcolonialism in Korean Political Science.”; ISA 

Virtual Convention 2021. - 위의 발표 논문은 한국 정치학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개념을 정치학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왜 

한국의 정치학 연구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사용되지 않는지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개념을 사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정치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단계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신동은, 2020.11. “Japanese Western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Cemetery: Threat to 

Colonial Ruling Memo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litics and Internatoinal Studies 

(ICPIS) "MALAYSIA IN A DE-GLOBALISING WORLD: CONFLICT AND UNCERTAINTY IN 

THE AGE OF PANDEMIC“ - Unversiti Malaysia Sabath, University of Malaya에서 주최하

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ICPIS)에 참가하여, 수행성

(performativity) 관점에서 국가정체성 개념을 재해석하고 이 개념을 통해 일본의 국립묘지 

담론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분석함

▪ 박재원, 김명섭. 2021.08. “제1차 세계대전과 하와이 대한독립운동”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21 - 본 연구는 2021년 8월 19일 참여교수인  김명섭 교

수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과 하와이 대한독립운동”을 주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 전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독립운동과 국제정치적 변화의 관

계를 규명하고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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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환, 박상현. 2021. “우파 권위주의 성향과 시민의 정치참여행태 연구: 정당일체감에 따

른 비교를 중심으로”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21 - 본 연구

는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쇠퇴와 권위주의화 현상 및 우파 포퓰리스트의 

우세를 계기로 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이 시민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

향을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경험적 분석을 함

▪ 강신재, 정민경. 2021.08. “국회의원들의 종교적 성향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16-20대 

국회를 중심으로”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21 - 본 연구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의원들의 종교적 성향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

로 분석하여 종교와 의원들의 이념과 행태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도경, 김영석, 2021.08. “대북전단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분석”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21 -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대북심리전의 역사를 통시

적으로 조망하는 동시에 현재 민간주도의 대북전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앞으

로 대북심리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내포하고 있음

▪ 박주윤, 2021.08. “Do Autocrats want system convergence? If so, will they support their 

election cheating friends to achieve it?”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21 - 이 연구는 권위주의를 지원하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권위주의를 강화하기 위

한 기회 혹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장애물로 보는지 분석함

▪ 민태원, 송경호, 2021.08. “한국 '민중주의'의 개념사: 1920년대에서 2020년까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21 - 이 연구는 “한국

정치사회의 개념사적 이해”패널에서 발표된 것으로 현대 한국에 재등장한 ‘민중주의’개

념을 개념사적으로 분석함

▪ 이찬양, 장휘, 2021.08. “한국 ‘적폐’의 개념사: 적폐 개념의 역사적 궤적과 정치화”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21 - 이 연구는 “한국정치사회의 

개념사적 이해”패널에서 발표된 것으로 최근 한국에서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적

폐’개념을 개념사적으로 분석함

(2) 국내학술대회

▪ 강신재, 박재석, 유참슬, 황태희. 2020.12. “1990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2020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고, 행정부의 대전략과 의회-행정부 관계가 미국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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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재, 후지사키 요시애. 2021.03. “지역구민과의 이념적 일치는 국회의원의 재선에 긍정

적인가?” 2021년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 - 이 연구는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의원-지역구민의 이념 일치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

으로 분석함

▪ 신동은, 하영건. 2021.06. “두 개의 일본 내셔널리즘: 포스트 콜로니얼 재팬의 관점에서.”  

2021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본 연구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Postcolonial Japan

의 관점에서 연구함. 민중 내셔널리즘과 우파 내셔널리즘의 경쟁과 협상의 과정을 분석하

기 위해 일본 근대사 전공자와 협업하여 일본 1950-60년대 발간된 책자의 분석을 더했다는 

점에서 융복합을 시도한 연구임 

▪ 윤도원. 2021.06. “러시아의 존재론적 안보 추구와 대우크라이나 정책 :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를 중심으로.” 202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해당 발표 논문은 2014년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대안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물리적·물질적 

안보의 시각에 입각한 논문들이 간과했던 비물질적 안보의 측면에 주목함 

3) 추진 계획

(1) 국제학술대회 참여 확대

▪ COVID-19 사태로 인하여 국제학회 참여 기회가 줄었으며, 학생들의 온라인을 통한 국제학

술대회 참여도도 낮았음. 우선적으로 비대면 국제학술대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

도록 독려하고, COVID-19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2) 정치학 랩 중심의 학술대회 참여

▪ 정치학 랩에서 패널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국내/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 기회를 확대

(3)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한 학술대회 참여 지원

▪ 기존의 BK 학술 콜로키움을 발전시킨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논문작

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공유할 것이며, 리서치 콜로키움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

의 논문을 국내/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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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과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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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또한, 본 교육연구단은 ① 본부 대학원 정책과의 연계, ② 개별 교육연구단 차원의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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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대비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소속 신진연구인력들은 최근 1년간(20.9.1~21.8.31) 국제저명 

학술지 2편, KCI등재지 6편의 연구성과를 거두었고,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명철 신진연

구인력이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21.9.1 임용)으로 채용되었음 

▪ 첫째, 본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에게 콜로키움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구체적으로 학기당 2회의 콜로키움과 1회의 성과발표회를 실

시하였으며, 신진연구인력은 사회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연구를 지도하였음 

▪ 둘째, 본 교육연구단 소속의 신진연구인력은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

하였음. 김현 신진연구인력은 이태동 참여교수와 함께 SSCI 저널인 Sustainability에 연구를 

게재하였고, 최재동 신진연구인력은 조화순 참여교수, 홍수민 참여대학원생과 함께 KCI등재

신진연구인력 주요 실적

▶ 소속 신진연구인력들은 최근 1년간(20.9.1~21.8.31) 국제저명 학술지 2편, KCI등재지 6편의 연구 성

과를 거두었음 

▶ 김명철 신진연구인력은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2021.9.1 임용)으로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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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연구를 게재하였음

▪ 셋째, 본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에게 학과 강의를 우선 배정하여 신진연구인력이 연구

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김명철 신진연구인력은 2020년 2학기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2021년 1학기 International Security 과목을 강의함 

▪ 넷째, 본 교육연구단은 행정지원팀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진연구인력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

감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은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임 행정직원 1명을 채용하고 행정

조교 2명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여러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다섯째, 본 교육연구단은 사회과학대학 5층 503호, 504호를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특별히 현재 이 공간들은 업무 효율성과 연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으로 리모델링 공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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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및 교육실적

1) 김현 신진연구인력

① 김현. 2020. “유길준의 ‘자유주의적’ 문명국 구상의 재검토: 프랜시스 웨일랜드와 존 힐 

버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6집 2호, 57-83.

▪ 이 연구는 근대한국의 사상적 토대를 놓은 대표적 인물인 유길준의 사상을 프랜시스 웨일

랜드와 존 힐 버튼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여 그의 사상이 19세기 자유주의의 큰 흐름 속

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했음. 이 연구는 근대 한국의 사상적 기초를 새롭게 조명

하여 현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함의가 있음

② 김현ㆍ송경호. 2020. “시큐리티(security)는 어떻게 ‘안보’가 되었을까?: ‘안전’, ‘안전

보장’, ‘안보’로의 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0집 4호, 41-77.

③ 송경호, 김현. 2021. “근대적 기본개념으로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개념사 : 19-20세기 

일본에서의 번역어 성립과 사용의 일반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5집 2

호, 5-32.

▪ 위 두 편의 연구는 한국정치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한국 정치에 대

한 개념사적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인문학에서의 개념사 연구에 비해 진

척을 보지 못하고 있음. 본 연구는 개념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

였는데, 우선 개념사 연구에 번역어 성립 과정의 문제를 포함시켰고 또한 질적 방법론과 함

께 양적 방법론을 도입하였음. 특히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크롤링의 방법 등을 이용해서 개념사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한 연구 성과

임

④ Kyungho Song, Hyun Kim, Jisoo Cha, Taedong Lee. 2021. “Matching and Mismatching of Green 

Jobs: A Big Data Analysis of Job Recruiting and Searching.” Sustainability 13(7), 1-15.

▪ 본 연구는 환경부가 의뢰한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

사」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미래지향적 녹색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발전시킨 내

용임. 탄소제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녹색 일자리에 관한 기존 논의가 아직 잡 

미스매칭의 문제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

해서 한국에서 녹색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경험적

으로 밝혔다. 이 연구 과정에서 김현은 녹색 일자리의 개념화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했고 또

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 속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밝히는 역할을 함. 본 연구는 녹색 일자

리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잡 미스매치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또한 이

를 위한 분석의 방법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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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명철 신진연구인력

① Myung Chul Kim. 2020. “The Spurious Nuclear Learning: Why Nixon Used Nuclear 

Coercion during the Vietnam War”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2(4), 583-599.

▪ 이 논문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핵강압외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형성 원인과 핵위협의 

사용 사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이 논문의 주제는 핵사용 위협의 신뢰성이 낮음에

도 불구하고 핵위협을 지속하는 이유가 핵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핵학습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이며, 이는 현대 핵확산과 핵사용 위험과 같은 중대한 안보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김명철 박사는 2020년 9월에 외

교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인 “신남방정책의 심화를 위한 소다자협력 추진방안”에 공동연

구자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전통안보·비전통안보·경제 분야의 협

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3) 최재동 신진연구인력

① 최재동, 홍수민, 조화순. 2021. “국제 이슈에 나타난 진보·보수 언론의 프레임 경쟁: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미디어 담론 분석.”『정보사회와미디어』제22권 2호.

▪ 본 연구는 언론의 프레임 경쟁이 국내 이슈를 비롯해 국제 이슈 보도에서도 발견되는지 여

부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둘러싼 정파적 매체 간의 보도 행태를 통해 경

험적으로 분석하였음. 본 연구는 프레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역적 연구방법을 채

택하기 않고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음. 구체적으로 각 신문사에서 보도된 지소미아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파이썬 KoNLPy 라이브러리의 코모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진보, 보

수 신문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음. 귀납적 방식으로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이전 연구에서

는 포착할 수 없었던 지소미아 이슈의 복합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고, 프레임 경쟁이 비

교적 제한적이었던 외교안보 이슈(한일관계)의 보도에서도 개별 언론의 뚜렷한 정파적 입장 

차이가 확인됨을 밝혀냈음

② 최재동. 2021. “2020년 미국선거의 전국화 현상: 대통령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Ballot 

Measures).” 『국제지역연구』제25권 2호 57-80.

▪ 본 연구는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선거의 전국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분

석하였음. 대선과 의회 선거, 주지사 선거 등의 비교를 통해 선거의 전국화 경향을 검증해 온 기

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대선과 주민투표(ballot measures) 간의 동조화 현상에 대해 다루었음.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에서의 바이든 지지율과 12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규모나 중위가구소득, 인종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두 선거는 높

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정치적 

실패를 경험했지만,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서 대통령의 인기나 정당의 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한 

투표 선택의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서도 정치적 양

극화에 따른 선거의 전국화 경향은 더 가속화될 수 있으며,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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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사회의 통합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정치적 함의를 가짐

③ 최재동, 조진만. 2020.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 선거품질: ELECT 데이터를 활용

한 경험적 분석.”『의정논총』제15권 2호. 145-170.

▪ 본 연구는 ‘선거품질 프로젝트(Electoral Integrity Project)’에서 2016년 수행한 ‘선거교육

과 역량 훈련(ELECT)’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선관위의 제도적 특성을 국가 간 비교연구

를 통하여 고찰하고, 선관위 조직 운영이 구성원의 선거품질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효과를 

이끄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한국의 선관위는 독립성과 전문성, 인력 규

모, 교육훈련, 예산으로 평가한 제도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특징을 보

였으며, 선관위 직원들의 역량, 동기, 기회 요인 가운데 역량 요인이 선거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음. 본 연구는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한국 선관위의 

제도적 특성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조직 운영이 선관위 구성원들의 선거

품질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치환경 속

에서 선거품질 향상을 위한 선관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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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향후 추진계획

1) 본부 대학원 정책과의 연계 확대

▪ 본 교육연구단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왔음.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신진연구인력은 국제저명 학

술지 2편, KCI등재지 6편의 연구성과를 거두었고, 김명철 신진연구인력은 아주대학교 전임

교원으로 채용됨. 본 교육연구단은 앞으로도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산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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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에 소속되어 융복합 연

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신진연구인력이 연세프론티어연구원(Yonsei Frontier Lab)을 통

해 국제적인 연구 협력의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재정지원(씨앗자금) 역시 받을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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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1 

백우열 10605916 지역정치 대학원 교과목 공유

2021학년도 1학기 백우열 교수의 “정치체제론(POL8130)”은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과목공

유(cross-listing) 교과목 개설의 최초 사례로서, 사회학과 김동노 교수의 “개인주의와 공동체

주의(SOC8888)” 과목과의 상호 교환 방식으로 공유되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교

육과정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과목공유(cross-listing)를 통해 학과 간 과목 공유 및 과목 교차 

인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타 학과 개설과목으로도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

도를 유연화 했으며, 이에 따라 학과 간 과목공유를 통해 타 학과의 특정 개설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도 전공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목공유는 일시적 전공 인정이 아닌, 상시적 전공 인정을 

뜻하며 학과 간의 협의를 통해 공유할 과목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본 과목은 정치학과가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하여 타 학과와의 과목공유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한편, 향후 사회과학내 과목공유를 타 단과대학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우병원 10155886 국제관계/협력 대학원 교과목 개발 

본 연구팀은 정치적 신구난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 신규 개설함과 동시에 기존 강

의를 I-MAP에 맞춰 재편성함으로써 융복합 정치학을 위한 교과목을 강화하고 있다. 우병원 교

수는 2020학년도 2학기에 “계량정치방법론II(POL7140)” 과목을 개설해 I-MAP 중 MA와 관련

된 방법론 수업을 개설한 바 있으며, 2021학년도 1학기에는 P와 관련된 “대외원조의 정치

(POL6171)”을 개설했다. 해당 과목은 대외원조의 정치에 관한 고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 동

향을 파악하고, 연구주제별 주요 논문들을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하며, 본인의 연구주제를 선정

하여 기말 페이퍼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

가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자, 다자간 국제 원조에 대

한 정책적 처방을 모색했다. 

3

이태동 11235915 국제관계/협력 지역문제 해결 활동

이태동 교수가 주도하는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은 2021년 3월부터 서대문구 협치사

업의 일환으로 대학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화 사업을 진행하여 학부생 대상으로 사회혁신역량 

과목인 환경-에너지 정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문제를 사용자와 연구자가 

함께 탐구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리빙랩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서 학생들의 에너지 

인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으로 최근에 큰 사회적 화두로 떠

오르는 한국의 녹색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Song et al.(2021)에서 한국의 녹색일자

리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매칭 수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BDA)을 실시함으로서 정치학연

구에 있어 창의적인 연구방법론의 활용 및 적용을 개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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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정민 10674482 지역정치 정치학 랩

서정민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비판적 정치학 연구실(CAPS-Lab)은 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일본 류코쿠 대학의 Global Affairs Research Center와 함께 6월 14일 ‘CAPS 

Webinar #1 Topics and Issues of Chinese IRT’를 개최했다. 이 웨비나에는 서정민 참여교수, 

조영철 전북대 교수, Yih-Jye Hwang 라이덴 대학교 교수, Kosuke Shimizu,  Ching-Chang 

Chen 류코쿠대 교수들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CAPS-Lab은 4월에 개최되었던 ISA Virtual Convention 2021에서도 서정민 참여교수, 최서영 

참여대학원생 등이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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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1) 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계획 및 실적

(1) 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의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의 국제화 계획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국제화 교육을 총괄하는 TF를 신설하고, 학술역량 증

진을 위한 국제화 교과목 개발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 또한, 각 랩에서 구축하

고 있는 국제 교육·연구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장한 International-Lab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세계 수준의 박사를 배출하기 위한 장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서치 펠로우 파견을 기획하

였음 

(2) 계획 대비 실적 

교육의 국제화 주요 실적

▶ 뉴노멀 시대의 국제화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Online Intensive Course’를 2021년 2월과 8월, 두 

차례 운영하였음

▶ 해외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하여 실험연구, 네트워크 분석, IR 모델링, 미국정치, 다자원조, 

러시아외교정책, 비교정치경제에 대해 강의하였음

사업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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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과목 강의로 해외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강의 수강 기회 부여
완료/지속

국제학술회의 

지원프로그램 운영

ㆍAPSA, ISA 등 저명 국제학술대회의 온라인 참

여 독려

ㆍ2022년 여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정

진행

ㆍ오프라인 학술회의 참여(경비 지원, 페이퍼 리

뷰 및 톡 기회 제공)
계획

국제학술논문 발간 

지원프로그램 운영

ㆍ국제학술지 논문 작성 워크숍 진행

ㆍ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영어논문작성법 특강

으로 대체

완료/지속

MOU 운영 및 확대 ㆍMOU 점진적 확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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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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Intensive Course’를 2021년 2월과 8월, 두 차례 

운영하는 성과를 거둠. Online Intensive Course는 각 International-Lab이 확보하고 있는 교

육·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

빙하여 방학 기간 동안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웹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행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총 7과목의 집중강의(겨울 4과목, 여름 3과목)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5과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협의하여 아카이

브화 하였음

▪ Online Intensive Course 강의 만족도

     

랩 시스템 

구축

세계저명대학 

벤치마킹

ㆍ스탠포드 d.school/애리조나 주립대학 벤치마킹

ㆍ501호 석사과정 합동연구실을 d.school 컨셉으

로 리모델링

계획/진행

ㆍ홍콩중문대학교 벤치마킹 게획

융복합

국제화 랩
ㆍ연세프론티어 랩(대학원 본부) 해외 석학 초빙 계획

International-Lab

의 확장

ㆍCAPS-Lab, 일본 및 네덜란드 연구자들과 제1

회 웨비나 개최

ㆍEconomic Statecraft Lab, 미국과 싱가폴 연구

자와 공동 연구 게재

완료/진행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Inbound의 국제화

ㆍ‘외국인대학원생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 비

공식적 실행(개별랩에서 실시)

ㆍ향후 공식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들과 매

칭을 통해 한국어 교정/자료 검색 등 지원 

완료/계획

박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지원책

ㆍ해외 리서치 펠로우 3명 선발 계획

  (2021년 2학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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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Intensive Course 재초빙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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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체결 등의 업무를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내에서 진행하고 있

음

▪ 둘째, 본 교육연구단은 각 랩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제적인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확정하여 

International-Lab을 출범시킴. 모범 사례로 소개할 수 있는 서정민 참여교수의 ‘비판정치

학 랩(Critical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Lab, CAPS)’은 비전통적인 정치학 접근방법

에 입각하여 다양한 융복합적 주제를 연구하고 있음. CAPS Lab에서 구축한 

International-Lab은 라이덴 대학의 Yih-Jye Hwang 교수, 류코쿠 대학의 Kosuke Shimizu, 

Ching-Chang Chen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UC Irvine)의 Boyun Kim 박사과정생을 멤버로 

영입하여 활발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백우열 교육연구단장의 ‘Political Interaction Lab’은 화동사범대학(East China Normal 

University)의 Zhang Xin 교수, 도호쿠 학원대학(Tohoku Gakuin University) 이승혁 교수

와 함께 International-Lab을 구축하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

어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김상준 참여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정치 매커니즘 Lab'은 게이오 대학교의 Kobayashi, Y 

교수와 International-Lab을 운영하면서 정치적 문제 인식과 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음

- 김용호 참여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Text Mining North Korea Lab'은 텍사스대학교(오스

틴)의 류승욱 박사과정생을 랩원으로 영입하여 International-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텍스

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크렘린놀로

지를 발전 및 보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이태동 참여교수의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은 헬싱키 대학교의 Sirkku Juhola 

교수, 오하이오주립대의 안정배 박사과정생, 워싱턴 대학교(Seattle)의 고인환 박사과정생

과 함께 International-Lab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에너지 문제를 도시에 초

점을 맞추어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조화순 참여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정치학과 융복합 연구실’은 코넬대학교의 Michael 

Macy 교수,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의 Dhavan Shah 교수와 함께 International-Lab을 운

영하고 있으며 에머리 대학교의 김서연 박사과정생, 텍사스대학교(오스틴)의 권웅 박사과



- 61 -

정생을 랩원으로 영입하여 국내외 정치경제를 위시한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융복합 연구

를 진행하고 있음

- 황태희, 우병원 참여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Economic Statecraft Lab’은 버팔로 대학교

(SUNY)의 Elena McLean 교수, 다트머스 대학교의 Charles Crabtree 교수, 뉴욕대(아부다

비)의 Christopher Paik, Muhamamet A. Bas 교수, 워싱턴대학교(St. Louis)의 Dino 

Christenson 교수, 콜로라도 대학교(Boulder)의 Anand Sokhey 교수와 함께 

International-Lab을 구축하고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교육·연구하고 있음

▪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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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였음. Online Intensive Course는 유명 해외

대학의 저명한 학자들을 교수자로 초빙하여 모든 강의와 Q&A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역량 증진에 큰 도움이 됨. 교수자와 참여대학원생 간에 강

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참여대학원생들이 자연스럽게 국제적 학

술 교류에 참여하고 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또한, Online Intensive Course를 통해 주제 강의와 함께 더불어 방법론 강의를 함께 제공하

여 연구방법론 학습의 체계화에 기여함. 본 교육연구단은 양적방법론 시퀀스와 질적방법론 

수업을 정규교과로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Online Intensive Course를 적극 활용하였음. 구체적으로 Field experiment, 

Network Analysis, IR Modeling과 같은 내용들을 강의함

▪ Online Intensive Course 운영 현황

강의자 소속 날짜 수업내용

1 Elena McLean SUNY, Buffalo
2월 16, 17, 22-24일

9:00-10:00 (5h)

다자원조

미국 대학원 어드미션 팁

2 Anand Sokhey
Univ. of Colorado,

Boulder

2월 16-18일

10:10-12:10 (6h)
미국정치

3 Charles Crabtree Dartmouth College
2월 24일

10:10-17:00 (6h)
실험연구

4 Christopher Paik NYU, Abu Dhabi
2월 19, 26일 

14:00-16:30 (5h)

비교정치경제

역사연구

5 Dino Christenson
Washington Univ.,

St. Louis

8월 18-19일

9:00-12:00 (6h)
네트워크 분석

6 Zhang Xi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8월 18-19일

14:00-17:00 (6h)
러시아 외교정책

7 Muhamamet A. Bas NYU, Abu Dhabi
8월 20일

14:00-21:00 (6h)
게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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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글로

벌 팬데믹 상황속에서 대규모의 오프라인 국제학술회의가 취소되면서 본 교육연구단은 변

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 ‘Asian Online Political Science Seminar Series(AOPSSS)’와 같은 온라인 

원격 세미나를 활용한 발표의 기회를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

으나, 현재 APSA, ISA, MPSA, IPSA 등 주요 국제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학술대회

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국제학회의 웨비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들은 3단계 BK21플러스 사업 당

시 총 113회의 해외 주요 학회 발표 실적을 거둔바 있음. 따라서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대학원생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해외 주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리서치 콜로키움과 성과보고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이상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서 우수한 영문 페이퍼를 선별하고,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페이퍼의 수준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였음

▪ 다섯째,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 학술논문 출간을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

웠으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화집중프로그램인 ‘영어논문 LEVEL 

UP 대학원생 실전 워크숍’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이 프

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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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연구단의 유성훈 참여대학원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함

▪ 여섯째,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여 학문적 다

양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현재 본 교육연구단은 대규모의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연구단의 정보들을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전달하여 다양한 인종과 국

적을 가진 학생들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

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논문작성을 돕기 위해 개별 랩 내에서 한국어 교정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향후에는 공식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논문작성을 지원하고자 함

6.2. 향후 추진계획

1) 본부 대학원 정책과의 연계 확대

▪ 대학원 본부에서 추진을 계획했던 해외석학 초빙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 향후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고 대학원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초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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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할 경우 정치학 분야의 석학을 초빙할 목표로 세우고 있음 

2) 공동학위제 폐지와 MOU 확대

▪ 본 교육연구단은 지금까지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일본 Tohoku University 등과 공

동·복수학위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파트너 대학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동학위제를 폐지

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본 교육연구단은 목표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MOU 체결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해외 저명 대학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

임.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던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남방과 오세아니아 

지역, 중동 지역, 그리고 미주와 유럽의 대학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본 교육연구단의 

장기적인 목표임. 현재로서는 글로벌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 국제적 학술 교류를 위한 

노력을 재개할 예정임

3) 리서치 펠로우 파견 

▪ 본 교육연구단은 최고 수준의 박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박사과정생에게 장단기 해외연수

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국제화 경비 가운데 장기연수비를 

책정하고, 선정되는 3인(7명 목표)의 참여대학원생에게 연 2만불 가량의 경비를 지원할 예

정임. 그러나 이 계획 역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상황이 

호전될 경우 본 교육연구단이 구축하고 있는 International-Lab을 통해 해외대학에 리서치 

펠로우를 파견할 예정임.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2021-2학기에는 선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공지할 예정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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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 주립대학(ASU)을 방문하여 

언택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애리조나 주립대의 온라인 학

부, 대학원 과정은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ASU는 온라인 수업의 몰입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도구들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영의 노하우와 실제를 경험하고 참고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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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매년 중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학 최

고의 석학들과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홍콩중문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본 교육연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팬데믹 

상황이 진정된 이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방식과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홍콩중문대를 방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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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역량 영역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3,580,279 1,553,150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29,710 9,333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247,332 104,166

참여교수 수 15 15

<표 3-1>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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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업적물

1)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연

번

참여 

교수명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우수성 기술)

1 김명섭

김명섭, 2021.『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 단독저서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이 되

었던 푸랜시스카(1900~1992, 한국호적명: 푸랜시스카또나, 여권명: Francesca 

Rhee)가 촬영되었거나 관련된 사진들을 발굴, 정리, 고증, 분석함으로써 그녀가 

경험했던 시공간과 인간을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면서 당시 한국사와 동시에 

국제관계사를 다루고 있음

1900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비엔나 인근에서 출생하여 1933년 스위스 제네

바에서 이승만과 만나 1934년 뉴욕에서 결혼 후 하와이와 워싱턴 D.C.에서 대한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푸랜시스카가 1946년 해방된 서울로 이주하는 과정, 신탁통

치에 반대하는 독립촉성운동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과

정,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가 재건 과정에 동참하다가 6.25전쟁을 맞이하는 과

정, 그리고 6.25전쟁 중 모친의 별세소식을 듣고도 오스트리아에 가지 못하고, 부

산 부민동의 임시 대통령 관저에 기거하며 전난 극복, 전방시찰, 전재민 구호, 대

외교섭, 그리고 대통령 보좌 및 경호 등을 위해 노력하다가 1952년 8월 제2대 대

통령 영부인이 되는 과정 등이 사진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

사진정치학적으로 푸랜시스카 사진들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중심으

로 한 권력관계를 잘 드러냄. 법으로 규정된 대통령 영부인의 권리나 의무는 없

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작지 않았고, 국민적 기대와 애증도 컸음. 대통령 중심

제 국가에서 사진에서 보여지는 대통령과의 지리적 거리는 권력의 크기를 표현하

곤 함 아직 사진 변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촬영된 사진들은 “있었던 그대로”

의 많은 진실들을 전달해 줌. 이 사진들은 기존의 역사적 서술을 뒷받침해주기도 

하지만 기존의 선입견과 다른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기도 함

2 김용호

박성호·이화준·김용호. 2021. 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 25(1), pp. 

125-161.

위 연구는 북한 소셜미디어의 대외선전 메시지를 구체화하려는 목적에서 BK21 

교육연구단이 강조하는 융복합적 접근에 기반함. 해당 접근은 질적 연구인 주제 

분석과 양적 연구인 텍스트마이닝 분석 방법론을 북한의 유튜브에 적용한 것으

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셜미디어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북한의 대외선전을 

최근 트렌드인 mixed approach analysis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BK21 교육연구단의 

목표인 창의적 융합 연구를 따르고 있음. 또한 북한의 대외선전을 사례 자체의 

특수성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정치에서의 인식론적 접근(perceptional 

approach)과 권위주의 체제의 대외선전, 언론학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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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복합적인 이론적 배경 위에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확

보하고자 했음. 기존의 북한 대외선전 관련 연구가 주로 질적 연구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이 연구는 질적 연구는 물론 양적 연구의 방법론 역시 적용함으로

써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한 의의가 있음

3 김우상

Jaehak kim, Woosang kim. 2021.simulatio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Journal of Peace Research 58(3). pp.510-522

본 연구는 MD효과의 확률적 모델을 도입하고 MD가 안보 딜레마와 군비 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음. 그 결과 본 연구는 잠재적 

도전자의 국가 능력에 따라 MD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실제로 MD는 

라이벌 강대국의 2차 타격능력을 위협하지는 않으나 신생 핵개발국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신생 핵개발국은 MIRV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지속적

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현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충

분한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는 논문임

4 김현정

Kim, Hyun Jung. (2021). Third party fishing in an undelimited area under the 

Republic of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Marine Policy, 125.

본 연구는 Marine Policy에 단독저자로 게재된 논문임. Marine Policy는 법, 정책 

분야에서 저명한 SSCI 등재지임. 저자는 해당 논문에서 한-일 간의 어업협정상에

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제3국 어업문제가 발생시키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지적하고 국제해양법질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

음. 특히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 북한의 동해에서의 오징어 조업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해양법질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고찰하

였음

5 백우열

Paik, Wooyeal, & Park, Jae Jeo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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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교육연구단의 비전인 “정치적 갈등 해결을 위한 창의적 융합 연구”

에 부합한다. 본 논문은 미·일·호·인 4자안보대화(Quad)의 부상과 그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반응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향후 인·태 지역의 

중대한 정치적 갈등의 단층선은 미중관계, 쿼드 국가들과 중국 간의 관계에 놓여 

있음.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상호 인식과 교류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정

책적 함의는 작지 않음.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쿼드 국가들의 안보협력 목표

와 협력 확대 내용을 기반으로 범주화를 모색하였음. 쿼드 국가들 내 양자협력 

및 회원국 간 3자 협력은 소다자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쿼드 국가들

은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군사 협력

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한편, 중국은 쿼드 국가들의 경제 대응 노

선에 반응함과 동시에 쿼드에 내재된 안보적 함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

여주고 있음.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쿼드와 중국 간 일련의 상호작용이 지역 질

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일부 예측을 제시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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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병원

Lee, Su-Hyun & Woo, Byungwon. (2020). IMF = I’M Fired! IMF Program 

Participation, Political Systems, and Workers’ Rights. Political Studies, 69(3), 514

–537. 

본 논문은 난양공과대학교(싱가포르)에 재직 중인 이수현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

구로 진행된 논문으로, 노동권에 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살펴본 논문임. 1997년 한국과 2008년 이후의 그리스 등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 

증폭 시키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정치적 갈등 중의 하나가 노동조합

을 비롯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정부, 국제통화기금의 노동 및 정부 재정 정책 등

의 방향에 관한 갈등임. 본 논문은 이러한 갈등이 국내정치적 요소들에 의해서 

어떻게 조율되는 지에 대해 이론화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좌파정부와 노동

자들의 이익대변에 비교적 강점이 있는 비례대표제도에 집중하여 좌파정부와 비

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조건부정책 (conditionality)

이 노동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완화됨을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통계적인 검증

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음

7 우병원

Woo, Byungwon., & Verdier, D. (2020). A unifying theory of positive and 

negative incen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anctions, rewards, regime types, 

and compliance. Economics of Governance, 21(3), 215–236.

본 논문은 오하이오주립대학교(미국)에 재직 중인 Daniel Verdier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된 논문으로, 국가 간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정책적

인 양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경제적인 유인들의 효용성이 타겟국가의 

정치체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주는 이론적인 논문임. 경제학적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치적인 현상을 분석한 정치경제 논문으로 학제간 경계를 넘

어서는 융합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이는 경제학 저널에 이 논문이 출판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됨. 국제 관계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점점 더 널리 사용되는 경제

제재와 원조를 비롯한 긍정적 유인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함으

로써 국제관계의 갈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

로 펼치는데 이론적 함의를 가짐

8 우병원

Kim, D. K., Lee, J., & Woo, B. (2021). Institutional Rigidity of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Domestic Politics of the U.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1), 105–132.

본 논문은 정치학과 대학원생 두 명 (이재인, 김동규)과 공저한 논문으로 점점 첨

예해지는 미중간의 갈등이 국제제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확인

하는 논문임. 구체적으로 미국 주도 브레튼우즈 체제 하의 국제기구들의 제도적 

경직성이 국제정치적 힘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제기

구를 통한 경쟁의 양상이 나타남을 주장하며, 다른 한 편으로 미국의 국내정치적

인 요소들, 특히 공화당 주도 의회와 의원들의 반중국 정책이 국제경제제도를 경

쟁의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주장함.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서 궁극적으로 중

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탄생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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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태동

Taedong Lee. 2021. From Nuclear Energy Developmental State to Energy 

Transition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political epistemic community. 

Environmental Policy & Governance. 31 (2): 82-93.

‘원자력 발전국가(nuclear developmental state)’와 ‘정치적 인식공동체(political 

epistemic community)’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정

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함. 저자는 이

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정치적 인식공동

체가 원자력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상이한 정치연합(political coalition) 형태를 결

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치적 갈

등의 전개 해석의 틀을 제공하였음

10 이태동

Hyuk Yang, Taedong Lee, Sirkku Juhola. In print. The Old an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Justice, Risks, and Urban Adaptation Plan.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67.

기존연구는 공정한 전환에 있어 도심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노인, 아동 및 사회적 

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이러한 취약계층이 도

시 기후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음. 따라서 이 연구

는 유럽의 90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기후적응 정책에 취약계층의 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음. 도시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클수록 기후적응 정책 채택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도시들이 기후적응 정책으로 환경 부정의

(environmental injustice)를 조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11 이태동

Sangbum Shin and Taedong Lee. 2021. Credible Empowerment and Deliberative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wo Nuclear Energy Policy Deliberation 

Cases in Korea. Review of Policy Research. 38 (1): 97-112.

공공정책의 심의참여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왜 어떤 사례에서는 

의견수렴과 합의 도달의 체계적 과정에 근거해서 참여자들이 다른 경우보다 참여

에 더 동기화되며 적절한 시기에 최종 판단에 도달하는가? 한국에서 발생한 최근

의 두 가지 에너지 정책 숙의에 있어서의 공공참여 사례를 조사 비교하여 공공의 

참여는 활동 성과가 정책결정자에게 수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때 숙의참

여가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였음. 두 사례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작동되었

던 핵폐기물 공공심의위원회(PDC)와 2017년의 PDC가 명확한 정책 제안을 제공하

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한편, 2013년의 PDC는 주어진 주요 이슈에 대해 결론에 

도달하는데 실패함. 우리는 이런 결과의 차이가 이슈의 민감성과 학습효과라는 

두 요인과 함께 신뢰할 만한 권한 부여에 기인한다고 보았음. 심의참여자들은 정

부의 직접적인 선언이나 과거 정책 역사상의 포용 여부에 따라 정부가 그들의 의

견을 수용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정부가 합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대중과 기꺼이 논의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포용성을 대중에

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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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태동

Kyoungho Song, Hyun Kim, Jisoo Cha, Taedong Lee. 2021. Matching and 

Mismatching of Green Jobs: A Big Data Analysis of Job Recruiting and 

Searching. Sustainability. 

녹색일자리(green job)은 경제난과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일자리의 종류와 숫자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진한 편임. 저자들은 2009-2020년 한국의 온라인 취업시장 

리쿠르트 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BDA)을 통해 녹색일자리 수요공급에 대한 

매칭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녹색일자리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밀

집되어 있고 특히 대기질 및 수질 관련 구직이 현존하는 관련 일자리 수를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녹색일자리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창의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음

13 이태동

이태동, 류소현, 정혜윤, 김한샘, 고인환, 박재영. 2020.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측정과 유형화. 사회과학논집 51 (2): 95-119. 

기후변화는 한 국가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위험의 정도와 취약성의 종류가 

다름. 이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국내 17개의 광역도시도의 기후변화 대응 계

획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후적응 제도적 역량을 ‘기후 인식,’ ‘리더

쉽,’ ‘예산’ 및 ‘조직’으로 개념화하고 계량화를 하여 네 가지 역량을 측정

하였다. 저자들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기후 

인식 고취, 지자체의 리더쉽 강화, 지자체의 기후적응 정책 예산 확보 및 조직력 

강화를 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기후변화라는 지자체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함   

14 이태동

이태동. 2021. 에너지 전환의 정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이 책은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치는 무엇인지, 누

가, 왜, 어떻게, 무엇을 전환하려고 하는지,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

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개념과 방향을 다

루고 2장에서는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에서 벌어진 에너지 전환의 사례를 살펴봄

으로써 (네트워크화된) 분산형 자급자족적 에너지 전환의 모델을 제시함. 3장에서

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비판적으로 조망함. 한국은 핵 발전 중심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극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음. 이러

한 변화의 원인으로 정치적 인식 공동체(political epistemic community)의 역할에 

주목함

2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치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4장에서는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다루고 5장에서는 섬인 마라도와 연대도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함. 6장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때 전환 

운동 참여자들(지방정부, NGO, 상점) 간에 목적의 합치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3부는 에너지 전환의 효과를 녹색 일자리, 남북한의 에너지 협력의 차원에서 살

펴봄. 7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정책이 녹색 일자리

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하고, 8장에서는 분단국가로서의 한

반도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협력 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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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

설함.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린 딜(Green Deal)과 미국의 도시와 주정부의 그린 

뉴딜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

에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과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꾀하고 있

음. 이 책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개념, 필요성, 추동 요인, 거버넌스와 리더십, 그

리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이는 에너지 전환의 논의에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라도 있음

15 황태희

McLean, E. V., & Whang, T. 2019. Do sanctions spell disaster? Economic 

sanctions, political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saf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6(3), 767–792.

University at Buffalo, SUNY 대학교에 재직 중인 Elena V. McLean 교수와의 국

제 공동연구로 진행된 논문으로, 경제제재의 간접효과를 살펴봄. 본 논문은 경제

제재로 인해 피제재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피해 규모는 피제재국의 정치체제에 따라 상이

하게 나타날 것을 주장함. 기업들이 수익 감소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삭

감하려 할 때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국가의 사재(사고 후 보상) 또는 공공재(안

전 제고 및 사고 예방) 제공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들을 규제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이로 인해 피해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

음. 따라서 경제제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와 그 발생 경로를 검토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16 황태희

안정배, 강신재, 임혜수, 황태희. 2020. 토픽모형을 사용한 국가 사이버안보 선호 

분석. 국제정치논총. 60(4), 119-169.

본 논문은 연세대, 오하이오주립대, 조지아주립대에 재학 중인 강신재, 안정배, 그

리고 임혜수 박사과정생과 공저한 논문으로, 접근 가능한 전 세계 국가들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문서를 전량 수집하여 국가들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비교 가능한 

실증적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임. 토픽모형을 사용하여 구축

한 데이터로부터 국가들의 사이버안보 선호의제를 추출하였고,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전략에 경제의제(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통적 안보의

제(사이버 공간의 군사화)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발견하였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이버 공격이나 강대국 간 사이버 충돌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향후 국제 사이버안보 정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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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0.9.1.-2021.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Jaehak kim, Woosang kim. 2021.simulatio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Journal of Peace Research 58(3). pp.510-522

본 연구는 MD효과의 확률적 모델을 도입하고 MD가 안보 딜레마와 군비 경쟁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는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음. 그 결과 본 연구는 잠재적 도전자의 국가 능력에 

따라 MD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실제로 MD는 라이벌 강대국의 2차 타격능력을 위

협하지는 않으나 신생 핵개발국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신생 핵개발

국은 MIRV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에 본 연

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현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충분한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는 논문임

2

Kim, Hyun Jung. (2021). Third party fishing in an undelimited area under the Republic of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Marine Policy, 125. 

본 연구는 Marine Policy에 단독저자로 게재된 논문임. Marine Policy는 법, 정책 분야에서 저

명한 SSCI 등재지임. 저자는 해당 논문에서 한-일 간의 어업협정상에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

는 제3국 어업문제가 발생시키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지적하고 국제해양법질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특히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 북한의 동해에서

의 오징어 조업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해양법질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고찰하였음

3

Kyoungho Song, Hyun Kim, Jisoo Cha, Taedong Lee. 2021. Matching and Mismatching of 

Green Jobs: A Big Data Analysis of Job Recruiting and Searching. Sustainability. 

녹색일자리(green job)은 경제난과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

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일자리의 종류와 숫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진

한 편임. 저자들은 2009-2020년 한국의 온라인 취업시장 리쿠르트 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

석(BDA)을 통해 녹색일자리 수요공급에 대한 매칭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녹색일

자리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특히 대기질 및 수질 관련 구직이 현존하는 관련 

일자리 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녹색일자리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창의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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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e, Su-Hyun & Woo, Byungwon. (2020). IMF = I’M Fired! IMF Program Participation, 

Political Systems, and Workers’ Rights. Political Studies, 69(3), 514–537.

본 논문은 난양공과대학교(싱가포르)에 재직 중인 이수현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된 논

문으로, 노동권에 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살펴

본 논문임. 1997년 한국과 2008년 이후의 그리스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 증폭 시키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정치적 

갈등 중의 하나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정부, 국제통화기금의 노동 및 정부 

재정 정책 등의 방향에 관한 갈등임. 본 논문은 이러한 갈등이 국내정치적 요소들에 의해서 

어떻게 조율되는 지에 대해 이론화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좌파정부와 노동자들의 이익

대변에 비교적 강점이 있는 비례대표제도에 집중하여 좌파정부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조건부정책 (conditionality)이 노동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완화됨을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뒷받침함

5

McLean, E. V., & Whang, T. 2019. Do sanctions spell disaster? Economic sanctions, political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saf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6(3)

University at Buffalo, SUNY 대학교에 재직 중인 Elena V. McLean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된 논문으로, 경제제재의 간접효과를 살펴봄. 본 논문은 경제제재로 인해 피제재국 기업들

의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피해 규

모는 피제재국의 정치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을 주장함. 기업들이 수익 감소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삭감하려 할 때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국가의 사재(사고 후 보상) 또는 

공공재(안전 제고 및 사고 예방) 제공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들을 규제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이로 인해 피해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음. 따라서 경제제재

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그 발생 경로를 검토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6

Paik, Wooyeal, & Park, Jae Jeo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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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교육연구단의 비전인 “정치적 갈등 해결을 위한 창의적 융합 연구”에 부합한다. 

본 논문은 미·일·호·인 4자안보대화(Quad)의 부상과 그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반응의 상호

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향후 인·태 지역의 중대한 정치적 갈등의 단층선은 미중관계, 

쿼드 국가들과 중국 간의 관계에 놓여 있음.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상호 인식과 교류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정책적 함의는 작지 않음.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쿼드 국가들의 안

보협력 목표와 협력 확대 내용을 기반으로 범주화를 모색하였음. 쿼드 국가들 내 양자협력 및 

회원국 간 3자 협력은 소다자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쿼드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

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군사 협력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음. 한편, 중국은 쿼드 국가들의 경제 대응 노선에 반응함과 동시에 쿼드에 내재된 안보

적 함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쿼드와 중국 간 일

련의 상호작용이 지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일부 예측을 제시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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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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시스템의 연구 역량을 제고

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긴밀히 하고자 함

▪ 이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의 전략을 추진함

- 첫째, 랩(Lab) 시스템 인큐베이팅을 통해 정치학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해

결형 실행 연구(problem-solving action research) 역량을 강화함. 수직적, 수평적 두 

축으로 구성되는 랩(Lab) 시스템은 문제해결형 실행 연구(problem-solving actionrese

arch)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 연계 Think Tank로서 창의적 대안 제시를 위한 실사구

시(實事求是)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임. 또한 이론과 현실을 결합한 근거 

기반 해결(evidence-based solution)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진로개

발과도 연계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융복합 정치학 연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을 도

모함.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존의 통계적 추론

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통계방법론, 대용량 데이터론 포착할 수 없는 정치적 행위의 

본질과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 방법론의 체계화 추구

- 셋째, 새롭게 도입되는 랩(Lab) 시스템을 발판으로 해서 혁신 과학기술 시대 정치적 

문제해결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추진함. 

이를 위해 본 교육연구단은 혁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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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영역에서 융복합 랩을 운영해나가고자 함

- 넷째,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

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학문 네트워크를 구축ㆍ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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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사이버/물리적 차원의 랩 참여 플랫폼 구축

▶ 랩 주도의 리서치 콜로키움 개최를 통한 랩 활동 지원

▶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 개최에 기반한 랩의 융복합적 성격 강화

(1) 융복합 정치학 랩 및 애드 혹 랩 시스템 구축 계획

▪ 융복합 정치학 랩의 재정 확보와 시스템 구축 로드맵

- 사업 1-2차년도 중점 목표는 정치학 랩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에 있음. 이를 

위해 우선 랩의 재정적 차원에선 본 대학원 본부에서 지원하는 BK 교육연구단 예산에 

대한 매칭펀드 (교육연구단 BK 예산의 약 10% 예정)의 일부를 랩 기반 사업 구축에 사

용함. 이 밖에 BK 국제화 예산과 BK 운영비 일부가 랩의 운영에 사용될 것임. 또한, 랩 

참여교수들은 기존에 수주한 외부 기관의 연구비를 초기 랩 인큐베이팅에 활용하고, 기

존에 학과에 축적된 랩 운영 노하우를 랩 참여 연구진과 공유함. 이러한 연구비의 활용

은 정치학 랩의 운영을 위한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른 한편, 여러 랩 간

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랩 연합 위원회’도 구성할 것임

- 연세대학교 본부는 대학원 혁신방안의 하나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전 학과에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계획임. 사업 초기에 이러한 연세대학교의 

Computer Power 공유 및 사이버 공간의 확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학 랩의 

운영을 위한 유휴 연구 공간을 확보할 것임

 

▪ 애드 혹 랩 시스템 구축과 제도화 로드맵

- 애드 혹 랩은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부합하면서 공동체/사회/지역/세계의 문제 해결에 기

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과물(논문, 보고서, 멀티미디어, 제도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산출이 가능한 주제를 연구함. 단순히 대학원생 개인의 학습/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연

구는 애드 혹 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기존 정치학 랩과 중복되는 연구를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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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을 접목한 연구주제를 장려함.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정치학 교육, 융복합 정치학 기반 스타트업 시도, 융복

합 정치학랩 멀티미디어 플랫폼 구축, 대학원생 연구공간의 정치, 부동산과 한국정치, 육

아/교육에서 국가의 역할(아동학대 문제 관련), 진로개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애드 혹 랩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1년 1학기에는 파일럿 애드 혹 랩을 실시함. 2021년 

여름방학에는 파일럿 애드 혹 랩 성과 SWOT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1

년 2학기 정식 애드 혹 랩을 운영하고자 함. 2022년 겨울방학에는 애드 혹 랩 운영 매뉴

얼을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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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ㆍ랩 조직 및 재정 운용을 위한 내규 마련 완료/지속

two-track의 랩

연합위원회 구성

ㆍ참여교수와 랩 매니저 투 트랙으로 구성되는 

연합위원회를 조직, 운영. 랩운영현황 공유 발

표회 개최(2021년 8월 23일)

완료/지속

리서치 콜로키움 시행
ㆍ2021년 1학기부터 랩이 주도하는 리서치 콜로

키움 2회와 1회의 성과발표회를 개최 
완료/지속

랩 참여 

플랫폼 

구축

사이버

ㆍ연세대 본부 측 computing power를 제공하는 

센터 건립 이후 센터 공간 사용
계획

ㆍ멀티미디어 애드 혹 랩이 중심이 되어 랩 참여

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완료/지속

물리적
ㆍ석사과정 합동연구실, 스탠포드 대학 d.school 

컨셉을 벤치마치킹하여 리모델링 실시
진행

랩별 재정 지원 및

자체 재정 확보 노력

ㆍ대학원 매칭 펀드(10%) 및 어깨동무사업 프로젝

트 비용, 랩별 프로젝트 지원 실시(2021년 1학

기 랩 지원비 약 1200만원 지급)

ㆍ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랩 운영의 재원으

로 사용 

완료/지속

융복합

국제화 랩 구축

ㆍ2021년 2월과 6월에 융복합 워크숍을 개최해서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함
완료/지속

애드 혹(ad hoc) 랩
ㆍ개념사, 멀티미디어, 공간 정치, 숲, 저널의 다

섯 가지 주제로 파일럿 애드 혹 랩 운영
완료/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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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 (2021년 8월 현재)

랩 명칭 설립시기 참여교수 연구주제 인원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

2020년 

이전 
이태동

환경, 에너지 문제를 도시에 초점을 맞추

어서 연구
8명

Political Science 

Convergence Lab

2020년 

이전 
조화순

국제, 국내 정치경제를 위시해 사회과학 

전반을 망라하는 융복합적 연구
3명

Political Interaction Lab
2020년 

하반기
백우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 상호작용에 초점

을 맞추어 융복합적 주제 연구
11명

Economic Statecraft Lab
2020년 

하반기

황태희

우병원

경제적 레버리지를 이용해 외교정책 목표

를 달성하려는 시도에 대한 연구
15명

정치메커니즘 Lab
2020년 

하반기
김상준 문제인식과 메커니즘 분석의 정치연구 14명

비판적 정치학 연구실
2020년 

하반기
서정민

기존 정치학이 수용하지 못한 비전통적 정

치학 접근방법에 입각한 연구
15명

해양정책/규범 Lab
2021년 

상반기

배종윤

김현정

해양안보, 해로안전, 해양법, 해양환경 등 

각종 해양정책 연구
5명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Lab
2021년 

상반기
이연호

21세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과 충

돌 연구
2명

Text Mining North Korea
2021년 

상반기
김용호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심층분

석 수행 및 기존의 크렘린놀로지를 발전 

및 보완한 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3명

<표 3-1> 정치학 랩 현황

② 정치학 랩 운영 규정 제정

▪ 정치학 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랩 운영 규정 마련함. 각 랩의 매니저는 BK 참

여대학원생 가운데 선발하도록 하였고, 랩 매니저는 랩의 운영과 교육연구단과의 소통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BK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랩 연합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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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과 랩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랩 연합위원회장은 BK교육연구단장이 맡도록 하였음

▪ BK 교육연구단에서 개별 정치학 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방법을 랩 운

영 규정에 구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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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wo-track 랩 연합위원회 조직

▪ 랩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2021년 6월 9일 랩 매니저 회의를 열어 랩 연합위원회를 발족하

였고 랩 운영 규정 및 랩 참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또한 랩 

매니저 단톡방을 개설해서 상시 랩 운영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 랩 규정에 의거해서 참여 교수 중심 랩 연합 위원회가 2021년 2월 22일과 3월 15일, 4월 19

일, 6월 22일에 개최되었음. 특히 8월 23일 회의는 랩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발표회로 개최

되었음. 이 회의에서 4단계 BK 교육연구단 사업에서 이미 운영되어 왔던 두 개의 정치학 

랩(환경-에너지-도시 정치연구실, 정치학과 융복합 연구실)이 랩 운영 방식 노하우를 공유

함

④ 랩 참여 플랫폼 구축

▪ 대학원생이 랩에 쉽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 플랫폼과 물리적 플랫폼을 구

축하였음

▪ 사이버 플랫폼의 경우 단순히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서 리빙랩(Living 

Lab) 개념을 도입한 대학원생 중심의 애드 혹 랩이 주도해서 구축하였음. 사이버 플랫폼은 

교육연구단의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웹사이트/멀티미디어 기반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축됨. 이와 관련해선 애드 혹 랩 시스템 구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음

▪ 물리적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석사/박사과정 합동연구실을 리모델링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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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움. 이 과정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l(D. School) 컨셉을 

벤치마킹하였음. 2021년 여름방학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연희관 503, 504호의 신진연구인력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획

을 세워서 현재 공사가 실시 중이며, 역시 2022년 1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504호는 연구공유공간으로 바뀔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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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하고, 랩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대학원생을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별도의 자유공모 패널을 

조직하였음. 1학기에 2번의 리서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는데, 그 중 1회는 랩 중심의 콜로

키움이었고, 1회는 전체 BK지원대학원생의 성과발표회였음



- 79 -

- 2020년 2학기에는 3단계 사업에서 운영되던 콜로키움의 사후 평가를 위해 2021년 2월 5

일 BK 지원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성과발표회가 실시되었고, 총 3개 패널에 26명이 발표

하였음

- 2021년 1학기에는 3단계 BK사업에서부터 운영되어 오던 콜로키움을 각 랩에서 진행 중

인 연구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리서치 콜로키움으로 변형해서 운영함. 개별 랩 또는 랩

이 연합해서 패널을 구성하고, 랩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대학원생을 위해 교육연구단에서 

별도의 자유공모 패널을 조직하였음

- 2021년 1학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2회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1차 BK 리서치 콜로키

움은 6월 28일, 29일 양일간 진행되었고, Political Interaction Lab, Economic Statecraft 

Lab, 환경ㆍ에너지ㆍ도시 정치학 랩, 비판정치학 랩, 해양질서와 해양이슈 랩, 개념사 랩

에서 각각 패널을 구성해서 총 7개의 패널이 구성되었음. 또한 랩 미참여 학생을 위한 

자유공모 패널이 1개 조직됨. 2차 BK 리서치 콜로키움은 7월 28일 18:00-21:00까지 개최

되었으며, BK지원대학원생 전체가 1학기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함. 총 6개의 패널에서 

35명이 발표하였음

⑥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 개최를 통한 랩의 융복합성 강화

▪ 본 교육연구단은 각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정치학과 사회과학 전반 

및 이공학계열과의 융복합 교육 연구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음

▪ 2020년 2학기 동안 세미나를 준비해서 2021년 1학기 2회 개최하였다. 1차는 2021년 2월 25

일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교육 연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론

칭 워크숍”이란 주제로 열렸고, 2차는 6월 22일 “데이터 사이언스, AI 딥러닝: 융복합 정

치학-사회과학의 미래인가?”라는 주제로 열림

⑦ 파일럿 애드 혹 랩

▪ 개념사 애드 혹 랩

- 새로운 개념사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구모임으로, BK신진연구

인력이 랩의 디렉터를 맡고 있음. 이 랩은 서구 개념의 수용을 통해 형성된 한국, 동아

시아 그리고 비서구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정치사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학술 분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융복합 형태의 방법론

을 추구함

- 개념사 랩은 3월부터 시작되어서 8월 현재 워크숍을 9회 개최하였음. 또한 1차 리서치 

콜로키움에 패널을 구성해서 참여했으며, 한국정치학회가 개최한 WORLD CONGRESS에

도 ‘민주적 정치와 권위주의 정치체제’란 패널을 구성해서 총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

음. 이 랩의 디렉터와 부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현과 송경호는 『한국정치학회보』에 

“근대적 기본개념으로서 ‘민주주의’의 개념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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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 애드 혹 랩 

- 본 교육연구단의 웹사이트에 대한 기획, 디자인, 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랩으로, 교육연구

단 단장과 웹서비스 기획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됨. 이 랩은 

BK21 교육연구단의 웹사이트를 구축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랩 내부의 기획팀, 개발팀, 컨텐츠 팀이 상호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랩의 활동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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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티미디어 랩은 3월부터 시작되어서 8월 현재까지 격주로 워크숍을 가져왔으며 팀별로 

업무 처리를 위한 개별 모임도 병렬적으로 진행하여 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

진 1차 구축 이후 6월부터 현재까지는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한 2차 구축을 수행하고 있

으며 8월 현재 80% 이상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음.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웹사이트 2차 

구축이 완료되면 멀티미디어 컨텐츠 생산을 비롯해 융복합 정치학 확산에 활용될 것임

▪ 공간 정치 애드 혹 랩

- 본 교육연구단은 연구 공간이자 교류의 현장인 연희관 5층 개선을 위해서 운영되는 랩으

로, 백우열 연구단장을 비롯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이 랩은 정치학과 BK21 교육

연구단의 1차적 목표인 융복합적인 학술 활동을 하는 물리적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음. 기존에 석사/박사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독서실 형태의 연구실을 통합하

여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참여교수-외부전문가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

는 연구실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실로 나누어 공간을 구성되어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함을 동시에 융복합적인 사고를 위한 개방형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공간정치 애드 혹 랩은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격주로 공간 구성을 논

의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공간자료를 참고하여 통해서 개방형 연구실 구성안을 1차안

을 구상하였으며, 전문업체와 미팅을 통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이를 바탕으

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으로 시공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22년 1월 

공간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공간구축이 완료되면, 웹사이트 구성을 통한 네크워크 공

간과 함께 물리적인 공간 내 융복합 교류공간으로 활용될 것임

▪ Political Forest Ad hoc Lab
- 기후변화 위기 및 COVID-19 등의 환경변화 속에서 산림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및 정

책 수요 역시 변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음. 숲 랩(Political Forest Ad 

Hoc Lab)은 산림 관련 정치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산림연구 타 분야와 연계하여 생태계

를 구축하며, 변화된 환경 여건에서의 산림정책 발전방향 및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Politics of Forest Ad Hoc Lab 주관으로 ‘한국의 숲-산림정치(가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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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Management 랩

- 저널의 운영 및 편집은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Journal 

Management 랩에서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발간되고 있는 KCI

급 통일연구와 SCOPUS인 NKR, JTMS 저널을 중심으로, 교수, 박사급 연구원, 저널 에디

터, 대학원생이 함께 활동함으로써 저널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실무적 능력을 함양할 예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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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약 1200만원) 

▪ 랩별 재정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수주

-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은 환경부에서 ‘해외사례를 통한 SDGs 및 K-SDGs 이행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서울시에서 ‘대학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에너지 효율, 절

감을 위한 리빙랩 설계운영)’, 교육부에서 ‘녹색 일자리와 산업 측정과 창출 요인 분

석 연구’프로젝트 수주함. Economic Statecraft L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생물

학적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체계: 위성사진 및 지능형교통체계 데

이터 분석을 통한 다층적 국가 간, 국가 내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Political Interaction 

Lab은 대통령실에서 ‘주요국의 대중 경제의존도 및 대중정책 상관관계 고찰’ 프로젝

트를 수주하였음. 이상과 같이 여러 랩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받

아와서 랩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3) 향후 추진 계획

▪ Two-track 랩 연합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랩 연합위원회가 참여교수와 학생의 투 트랙으로 구축되어 각 랩별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됨. 향후 1학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온라

인을 통해 수시로 교류해서 랩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를 강화해나갈 예정임

▪ 랩 참여 플랫폼 구축 완료

- 사이버 플랫폼과 물리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획이 완료되었고, 현재 구축 작업 중에 

있음. 사이버 플랫폼은 2022년까지 구축 완료해서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용해나갈 

예정이며 물리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2022년 1월 공사 완료 예정임 

▪ 리서치 콜로키움 개최를 통한 랩 활동 지원의 지속

- 각 랩 중심의 패널로 구성되는 리서치 콜로키움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음. 랩 패널에는 

지원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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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특히,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해서 대학원생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음. 이런 방식의 콜로키엄은 외부로의 확장성을 추구하는 랩 시스템의 성격

을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는 계획된 대로 2021년 2학기 3회, 2022년 1학기 3회

의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임 

▪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 개최를 통한 랩의 융복합성 강화

- 랩의 융복합적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개

최되었음. 향후 매학기 2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 그 중에서 연 1회는 융복합 정치

학-사회과학 학술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특히 2022년 하계 학술

대회는 타 대학과 공동 개최해서 국제학술대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

임 

▪ 애드 혹 랩의 선발 및 운영

- 개념사 애드 혹 랩, 멀티미디어 애드 혹 랩, 공간정치 애드 혹 랩, Political Forest Ad 

hoc Lab, Journal Management 랩의 5개의 애드 혹 랩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음. 두 개는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이 디렉터를 맡았고, 나머지 두 개는 학생 중심의 애드 혹 랩

으로 운영되었음. 이 파일럿 애드 혹 랩을 기반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애드 혹 랩을 운영

할 계획임 

▪ 교육연구단의 랩 재정 지원 지속 및 랩별 재정 확보 노력 지속

- 본 교육연구단은 랩 인큐베이팅을 위해 랩에 소속된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

원생에게 학술활동 지원비를 제공하였음. 또한 환경-에너지-도시정치연구실, Economic 

Statecraft Lab, Political Forest Ad hoc Lab 등에서 외부 프로젝트 지원금을 수주하였음. 

향후 교육연구단은 어깨동무사업 및 매칭 비용을 이용해서 랩 활동의 재정적 지원을 지

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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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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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하여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추구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치학 통계 방법론 교육을 1년 시퀀

스로 체계화하고 이를 발전시켜 국제 방법론 세미나를 방학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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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정치학 주요 학술지의 협업 연구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한국의 학술지뿐 아니라 세계 주요 데이터 센터의 한국 내 대표로서 정치학 데

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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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질적방법론> 등 방법론 수업 개설

ㆍ국내 방법론 프로그램 참여 지원(총 38명)

ㆍ데이터 집합 플랫폼 추진 예정

진행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ㆍ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 활용한 온라인 방

법론 강좌 개설(실험연구, 네트워크, 게임이론)

ㆍ연세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 구축 추진 예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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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통계 교육 심화

- 2020년 2학기에는 <계량정치방법론Ⅱ>와 <정치학질적방법론>이 개설되어서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중ㆍ고급의 통계모델과 질적 조사방법론에 대해 교육하였음. 2021년 1학기에는 

<계량정치방법론>이 개설되어 정치학의 접근방법 중 경험적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와 기법을 가르침

-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방법론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 38명을 지원하였음. 

서울대 KOSSDA 프로그램에 22명,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방법론 프로그램에 16명

이 참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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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화 및 아카이브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Online Intensive Course는 각 

International-Lab이 확보하고 있는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세계적으로 실력

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방학 기간 동안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대

한 강의를 웹세미나(webinar)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총 7과목의 집중강의

(2월 4과목, 8월 3과목)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 방법론 과목은 아래와 같음

(3) 향후 추진 계획

▪ 심화된 전통적 통계 교육 과정 운영 지속

- 양적방법론 초급과 중급 그리고 질적방법론 수업이 개설되어 전통적 통계 방법론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졌음. 향후 정치학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세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치학 주요 학술지의 협업 연구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

행할 예정임

강의자 소속 날짜 수업내용

1 Charles Crabtree Dartmouth College
2월 24일

10:10-17:00 (6h)
실험연구

2 Dino Christenson
Washington Univ.,

St. Louis

8월 18-19일

9:00-12:00 (6h)
네트워크 분석

3 Muhamamet A. Bas NYU, Abu Dhabi
8월 20일

14:00-21:00 (6h)
게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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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집중 수업을 통한 다양한 방법론 교육의 활성화

- 온라인 집중 수업을 아카이브화해서 매학기 방학마다 재개설하고 교수자와 온라인으로 

Q&A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학 통계방법론과 별도의 방법론 교육 과정을 체계화

하였음.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집중 수업은 방학 중 국제 방법론 세미나의 정기적 개최

를 대체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향후에도 본 교육연구단은 전통적 통계 교육을 넘어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Online Intensive 

Course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방법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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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 해양, 환경에너지, 북한학, 국가 거버넌스 분야 등에서 연세대학교 내의 다양한 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정치학랩의 지역확장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연구 심화’란 주제로 어깨동무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사회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1)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계획

▪ 융복합 연구를 선도해온 연세대학교 내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대 소속

의 동서문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디지털사회과학연구센터와 연계함. 또한 

랩(Lab) 중심의 국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장,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함. 이를 위해 각 

랩(Lab)이 중심이 되어 국제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추진해나감

(2) 지난 1년간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실적

① 연세대학교 및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

▪ 배종윤, 김현정 참여교수는 해양 분야에서 동서문제연구원의 해양문제 연구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고, 환경에너지 분야에선 이태동 참여교수의 랩(Lab)이 동서문제연구원의 

환경에너지ㆍ인력자원 개발 연구 센터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북한학 

분야에선 백우열 참여교수의 랩(Lab)과 김용호, 배종윤 참여교수 등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원과 긴밀하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함. 국가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조화순 참여교수의 랩

사업 목표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

ㆍ연세대학교 내 동서문제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과 협력 관계 유지 및 발전. 사회과학대학 내 

타학과 BK교육연구단과 네트워크 구축 완료/지속

ㆍ어깨동무사업을 활용해 지역 연구자 5명을 선

정해서 파트너십 구축

International-Lab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확장

ㆍCAPS-Lab, 일본과 네덜란드 연구자들과 

‘CAPS Webinar #1 Topics and Issues of 

Chinese IRT’개최 완료/지속

ㆍEconomic Statecraft Lab, 미국과 싱가폴 연구

자와 공동 연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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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이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과도 협력관계를 강화해오고 있음 

▪ 사회과학대학 내 BK교육연구단을 운영 중인 타과(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와 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정치학랩의 지역확장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연구 심화’란 주제로 어깨동무사

업에 선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결합하여 정치학 랩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성균 연구위원, 충북대 정치외교학교의 구본상 교수,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의 황정화 연구원, 강원대 정치외교학과의 임유진 교수, 부

산대 정치외교학과의 서재권 교수가 융복합 정치학 랩의 지역대학 파트너로 선정함 

② 랩(Lab) 중심의 국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장, 체계화와 전문화

▪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International-Lab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

크의 확장을 추진해나갔다. 서정민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CAPS-Lab은 일본 류코쿠 대학의 

Global Affairs Research Center와 협업하여 6월 14일 ‘CAPS Webinar #1 Topics and 

Issues of Chinese IRT’를 개최하였음. 이 웨비나에는 서정민 참여교수, 조영철 전북대 교

수, Yih-Jye Hwang 라이덴 대학교 교수, Kosuke Shimizu,  Ching-Chang Chen 류코쿠대 교

수들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 이외에도 CAPS-Lab은 4월에 개최

되었던 ISA Virtual Convention 2021에서도 서정민 참여교수, 최서영 참여대학원생 등이 진

행 중인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음

▪ 황태희, 우병원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Economic Statecraft Lab에서도 International-Lab의 연

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여러 연구교류와 업적을 쌓을 수 있었음. 황태희 참여교수는 버팔로 

대학교(SUNY)의 Elena McLean과 함께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 연구논문을 게재함. 우병원 참여교수는 싱가폴 난양공대의 이수

현 교수와 함께 Derechos en Acción, Political Studies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또, 미국 

Ohio State University의 Daniel Verdier 교수와 Economics of Governance에 연구논문을 게

재함

(3) 향후 추진 계획 

① 국내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확장

▪ 연세대학교 학내 연구기관과의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ㆍ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깨동무 

파트너 선정을 통해 각 랩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현재 선정된 5명의 지역 연구자들은 앞으로 5개 연구 영역에서 각각의 

랩들과 협업해서 연구를 진행해나갈 것이며, 향후 매년마다 약 5명의 지역 연구자들을 수시

로 선별, 섭외해서 지역 핵심 연구자들과의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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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내 5여개의 이공계 Lab과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서 실질적 차원의 융복합 연

구를 추진해나갈 것임 

② 랩(Lab) 중심의 국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장, 체계화와 전문화

▪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교류에 여려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랩이 가진 국제적 네트워

크를 이용해서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향후 여러 랩들이 중심

이 되어 국제학술회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은 지원할 

예정임. 또한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의 실시를 통해서도 해외 학자와의 연계를 

넓혀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 본부가 설립할 예정인 연세프론티어연구원(YFL)이 구

축하는 해외 연구자 네트워크 풀을 이용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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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활동영역별 문제해결 기여 실적

▶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경제제재와 원조, 사이버안보, 환경

과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를 다루었고, 다양한 정부, 전문기관 자문 및 리빙랩을 통한 사회참여 

등이 있었음

▶ 한국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치의 역사적 이해 심화, 정책결정과정 메커니

즘 규명, 통일문화교육 등을 다루면서 정책, 사회적 시사점을 제시했음

▶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간 갈등 해소와 협력, 북한 핵 문제, 한미동

맹, 동해 분쟁, 쿼드와 중국 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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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우병원

Political Studies에 IMF=I’M 

Fired! IMF Program 

Participation, Political Systems, 

and Workers’ Rights 게재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국제통화기

금의 프로그램이 각 나라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좌파정부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를 중심

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의 악영향

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음

2 우병원

Economics of Governance에 A 

unifying theory of positive and 

negative incen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anctions, rewards, regime 

types, and compliance 게재

본 연구는 국제 관계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점점 더 

널리 사용되는 경제제재와 원조를 비롯한 긍정적 유

인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함으로

써 국제관계의 갈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

는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치는데 기여함

3 우병원 과학기술외교 세미나 특강

과학기술외교세미나 – 국제기구론 UN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들

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특히 유엔에 관한 강의 및 

질의 응답

4 우병원 신남방정책 심화를 위한 정책연구

신남방정책의 심화를 위한 소다자협력 추진방안 (외

교부), 아세안협력과 정책연구 용역 중 경제/연성비

전통안보 부분 담당 

5 이태동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발간 

저널 기고, 

KEI해외환경정책동향. ASEAN 

월경성연무협정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대기협력과제. 

2020-02호,ISSN2672-0299.pp.20-

25.

황사, 미세먼지, 또는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한 월경

성 대기오염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나 원인과 영향을 

입는 국가가 동일하지 않다는 특성상 해결이 어려운 

문제임. 저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월경성 대기 협력

의 예인 아세안연무협정의 과정과 이후 논의를 소개

했음. 아세안연무협정은 ⓛ Noharm 및 ②월경성오

염물질은 국가간 협력을 통해 다룬다는 두가지 원칙 

하에 구체적인 국가협력내용을 규정하고있으나 국제

법의 특성상 협정위반에 대한 벌금이나강제조항은 

없음. 저자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연무협정조

인과정을 예로, 아세안의 연무협정체결과정과 이후

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월경성대

기오염협력의 함의를 도출하고 미래국제대기협력의 

과제들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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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태동

Sustainability에 Matching and 

Mismatching of Green Jobs: A 

Big Data Analysis of Job 

Recruiting and Searching 게재

이 연구는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각광받는 녹색일자리의 수요와 공

급을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

펴보았음. 이 연구는 녹색일자리 정책 입안 과정에

서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7 이태동

『사회과학논집』에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측정과 유형화” 게재

이 연구는 국내 17개의 광역도시도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후적응 제도적 

역량을 ‘기후 인식,’ ‘리더쉽,’ ‘예산’ 및 

‘조직’으로 개념화하고 계량화를 하여 네 가지 역

량을 측정하였음. 나아가, 지자체의 실질적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8 이태동

‘해외사례를 통한 SDGs 및 

K-SDGs 이행개선 방안 마련 

연구’수행(2020년 12월-2021년 

6월)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이행하고 있는 지

속가능발전 의제들의 실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고, 더 나아가 환경 이슈에 있어 지표 개선 아이

디어 등을 제안했음

9 이태동
『에너지 전환의 정치』(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21) 출판

이 책은 에너지 전환의 개념, 필요성, 추동요인, 거

버넌스와 리더십, 그리고 그 효과를 다양한 실증적 

분석에 근거해서 살펴보고 있음. 이는 에너지 전환

의 논의에 이론적 기여뿐만 아니라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

10 진영재 Korea Observer 편집장 수행
한국학술연구원 SSCI 국제학술지 Korea Observer 편

집장 수행 중

11 황태희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 Do 

sanctions spell disaster? 

Economic sanctions, political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safety 게재

이 연구는 경제제재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논문으로, 

경제제재로 인해 피제재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

축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만 이는 

피제재국의 정치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검

증하였음. 이 연구는 경제제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그 발

생 경로를 밝혔으며, 이는 경제제재 관련 정책적 함

의가 있음

12 황태희

『국제정치논총』에 

“토픽모형을 사용한 국가 

사이버안보 선호 분석” 게재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들의 사이버안

보 전략을 비교가능한 실증적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분서한 최초의 연구임. 이 연구는 사이버 안보 와 

관련해서 향후 유의해야 될 대상은 단순히 사이버공

격이나 강대국 간 사이버 충돌이 아니라 사이버 안

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점을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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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명섭

2020년 10월 31일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프랑스학회·프랑스문화예술학

회 공동주최, 한양대 

프랑스학과와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공동주관 

연합학술대회(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프랑스학이 

조망하는 전쟁)에서 기조강연

“프랑스에서 본 6.25전쟁: 한국의 전쟁학을 위하

여”라는 제목의 이 기조강연을 통해 “프랑스 실존

주의의 거장 사르트르는 왜 6.25전쟁에 관해 오인했

을까?” “프랑스는 왜 한반도에 파병했을까?”  

“프랑스에서의 정전협정(1918.11.11.)과 한반도에서

의 정전협정(1953.7.27.)” “대중문화계로 번지고 있

는 6.25전쟁 논쟁”, 그리고 프랑스의 전쟁학

(polémologie)이 전쟁의 명명 문제 등 한국의 전쟁학

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한 오랜 연구사적 성찰이  

전파되었음

2 김명섭

2021년 7월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  교감·주해를 

맡아 출간했던 『청일전기』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가 선정됨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청년시

절 집필했던 『청일전기』의 엄밀한 교감ㆍ주해를 

통해 독립운동의 이념적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해명

하는데 기여하였음

3 김명섭

『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 출판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푸랜시스카의 

사진을 발굴, 정리, 고증한 책으로 이를 통해 “있었

던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주는 저서임. 특히 이 책

은 사진정치학적 차원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이는 기존의 선입견과 다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데 

기여함

4 김명섭 학회 라운드 테이블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주최하고 충남대 통일문제연

구소, 전북대  통일교육사업단이 주관하는 2021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하계학술회의(2021.8.26.~27)제4

세션(라운드테이블) “미래 대통령을 위한  한국정

치외교사”에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

5 이태동

Environmental Policy & 

Governance에 From Nuclear 

Energy Developmental State to 

Energy Transition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political 

epistemic community 게재

이 연구는 ‘원자력 발전국가(nuclear developmental 

state)’와 ‘정치적 인식공동체(political epistemic 

community)’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

들 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했음. 이 연구는 한국사회

의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전개를 해

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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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6 이태동

Review of Policy Research에 

Credible Empowerment and 

Deliberative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wo 

Nuclear Energy Policy 

Deliberation Cases in Korea 

게재

이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근의 두 가지 에너지 

정책 숙의에 있어서의 공공참여 사례를 조사 비교해

서 공공정책의 심의참여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인

을 밝혔음. 이 연구는 공공참여 정책이 성공하기 위

해선 단기적으로 포용성을, 장기적으론 신뢰성의 제

고가 필요함을 제시했음

7 배종윤
문체부의 후원을 받아 

통일문화교육 실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문화체

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남북관광교륙/남북연극교류

/남북체육교류/남북음악교류와 관련된 강의를  대학

(원)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개설했음. 이를 통해 

북한과의 문화교륙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를 심화

시키는데 기여하였음

8 조화순

『네트워크와 혐오사회』(파주: 

한울아카데미, 2021)의 편저자로 

참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이후 네트워크 사회에서 심화되

는 혐오 문제의 분석 및 해당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저작임. 다학제적 융합 연구

를 통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

를 바라보았으며, 정치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혐오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음

9 황태희

『한국인의 정체성: 지난 15년간 

변화의 궤적』의 4장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집필하였음

동아시아연구원이 2005년부터 5년 간격으로 진행한 

‘한국인 정체성 조사’ 설문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년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분단 인식,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 그리고 통일 

인식 변화와 현주소를 분석하였음. 이에 근거해서 

향후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부정적인 대북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과 대북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상준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서울: 박문사, 

2021)에서 북챕터 “한일관계의 

기저를 다시 생각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 관계를 위한 

전제들.”집필

 이 연구는 한일 간의 국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국

내적 갈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과 일

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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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우상
아시아리더십 컨퍼런스(ACL) 

좌장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 까지 조선일보가 주한 

제12회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ACL)에서‘미전직상·

하의원들이 보는 북한·중국’세션에 참여하여 사회

를 맡아 미 전직 상·하원의원들과 북한 핵 문제, 

쿼드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함

3 김우상

Journal of Peace Research에 

Simulatio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이 연구는 MD효과의 확률적 모델을 도입하고 MD가 

안보 딜레마와 군비 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음. 이에 따르면, MD는 신

생 핵개발국이 MIRV를 적극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한미동맹 관련 향후 외교

정책결정에 있어서 일반 이론적 수준에서 가이드라

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김현정

Marine Policy에 Third party 

fishing in an undelimited area 

under the Republic of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게재

이 연구는 한-일 간의 어업협정상에서 미해결 상태

로 남아있는 제3국 어업문제가 발생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지적하고 국제해양법질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특히 중국, 

북한의 동해에서의 오징어 조업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해양법질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

시하였음

5 배종윤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 

심포지움 주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후원하는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움”을 주관하여 2020년 12월 10일에 성

공적으로 개최함.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학계, 문화와 언론의 역할 등에 주목한 국제학술회

의를 진행하여, 공감대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함

6 배종윤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발간사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서, 외교부 산하 ｢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하는 국제전문학술저널로서, 

해양 및 영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주목하는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발간사업

을 2020년과 2021년 지속적으로 수주하여 1년 2회 

출간을 주도하고 있음. 2021년 1월부터는 해당 저널

이 SCOPUS 리스트에 포함되는 학술적 성과를 거두

었음

7 배종윤 통일문화교육 사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원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에서 후원하는 ｢2021년 통일문화교육｣ 사
업을 수주하여, 2021년 7월부터 매주 통일문화와 관

련한 특강을 진행함.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적 관심이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학, 체육, 관광, 연극, 음악 등의 예술과 문

화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 및 협력 문제에 초점을 맞

춘 20개 이상의 강연 시리즈를 기획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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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언론

1)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2)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8 백우열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에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Balancing 게재

이 연구는 미·일·호·인 4자안보대화(Quad)의 부

상과 그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반응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이로써 쿼드와 중국 간 일련의 

상호작용이 지역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했

는데, 이는 지역의 평화적 질서 구축에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9 황태희 
미국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연구 

과제 수행(2020.10-12)
외교부 정책 연구 과제 수행

10 황태희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연구 과제 

수행(2020.6-2021.1)

통일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 수행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이태동

한겨례 “녹색일자리로 그린뉴

딜, 탄소 중립, 실업을 잡아라” 

기고(2020.11.25.)

그린 뉴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녹색일자리가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녹색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2 조화순

내일교육 “데이터의 숲에 질문 

던질 사회과학도의 경쟁

력”(2021.04.21.)

단일한 전공이나 20세기적 교육 방법의 장벽을 넘

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치학 연구의 미래 가치

와 다학제적 관심사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함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명섭 언론사 인터뷰

2021년 7월 6일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와 1945년  

점령과 해방, 1948년 독립정부 수립에 관해 단독 인

터뷰 진행. 조선닷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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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부, 전문기관 자문 및 사회 참여

1)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2 김명섭 신문 논설

『문화일보』 7월 20일자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

정 체결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역사 왜곡과 역사전

쟁에 관해 분석하고, 7월 27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어떤 정치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논술

3 김명섭 신문논설

2021년 8월 17일 『문화일보』에 “광복절 국민 분

열과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는 역사정치에 관한 논

설 게재

4 김명섭 언론사 기사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경닷컴』에서 『푸

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Ⅰ』 신간이 대중에 소개됨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이태동

[지자체/서대문구협치사업]대학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에

너지 효율, 절감을 위한 리빙랩

설계 운영)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여 기후변화

의 원인인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전지구적인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화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대도시에 적합한 방법이라

고 평가됨. 서대문구청은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

학과를 통해 학부/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빙랩

방법론을 통한 환경-에너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연구자가 여러 이해당사자와 함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

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서 연구자와 연구참여

자의 에너지인식을 고취하고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2021년도 2학기에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국제환경-에너지정치: 이론과실천’또한 

리빙랩방법론을 통한 사회혁신역량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임

2 김현정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 해양법 관련 외교부 정책 자문 역할. 참여교

수의 주요 연구 분야인 해양법, 해양정책 내용과 관

련하여 우리나라의 해양 외교정책 설정 및 이행에 

대하여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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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3)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용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해당 기관 이사로서 관련 업무 수행(업무 보안)

2 배종윤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활동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학술지원 및 연구개발 활

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연구 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

국의 사회과학분야 학계의 학술적 활동을 활성화하

고 안정적 운영이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

함

3 진영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직 

수행

해당 기관 자문위원으로 선거 관리 업무 관련 정책 

자문 수행

연

번

참여

교수
실적 산업ㆍ사회에 대한 기여

1 김용호 외교부 자문 위원 해당 기관 자문위원으로서 현안 관련 정책 자문 수행

2 김용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해당 기관 자문위원으로서 현안 관련 정책 자문 수행

3 배종윤 외교부의 '외부심사위원' 활동

외교부가 매년 진행하는 외교문서 공개 사업과 관련

하여,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한국외교가 

생산한 외교문서들 중에서 3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사하고 심의함으로써,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 작업에 봉사함

4 배종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자문위원 활동

2020년 12월부터 국가정보원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자문위원’으로서 연

구 주제 개발 및 평가 자문을 진행해오고 있음

5 배종윤 외교부 외부 심사위원 활동

2020년과 2021년 외교부 외교사료관이 진행하고 있

는 외교문서공개 작업과 관련하여, 외부 심사위원으

로서 문서공개의 적실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관

련 심의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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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향후 추진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의 문제,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의 

문제 그리고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ㆍ교육 활동, 언론 활

동, 정부 및 전문기관 참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 문제와 관련해 국제기구의 정책이 각 나라의 정책에 미

치는 영향, 경제제재와 원조의 효과성, 사이버안보, 환경문제와 에너지 전환과 이를 위한 

정책적, 사회적 과제들을 연구했음. 정부, 전문기관 자문 및 사회 참여의 차원에선 기후변

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세대학교ㆍ서대문구청 협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리빙랩을 운

영함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 교육적 차원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역

사적 이해의 심화, 정책결정과정의 메커니즘 규명과 효과적 심의 참여(deliberative 

participation) 정책 실행, 남북 간 협력을 위한 통일문화교육, 한국사회의 혐오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 한국인의 대북 인식의 변화 등을 다루면서 정책적, 사회적 시사점을 제시하였

음. 또한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지적 담론을 심화시키

는 일에 공헌함

▪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간 갈등 해소와 협력,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 동해 오징어 조업의 법적 해결책, 쿼드와 중국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지역 평

화 질서 구축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아지아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의 구조

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함

▪ 앞으로도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발전, 한국 내 갈등과 협력 그리고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학술적, 실천적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임. 특

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실천적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주력하고자 함 

6 김현정
독도지속가능이용 실무위원회 

위원 활동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임. 참여교수의 주요 연구분야인 해양법, 영토 이

용 및 관리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독도 관련 정책 

입안 및 시행에 대하여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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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4.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연번 참여교수명 실적구분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상세내용

1 김상준
국제학회/

학술대회

한일국제학술회의(연세대 행정대학원, 일본선거학회와)의 웨비나 

기조연설 및 좌장(2021년 6월 26일 개최)

2 김용호 국제학술지
SCOPUS등재 국제학술지 North Korean Review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3 배종윤 국제학술지
2021년 1월부터 SCOPUS등재 국제학술지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4 우병원
국제학회/

학술대회

ISA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국제기구섹션 채드윅 알저 

상 (Chadwick Alger Prize) 선정 위원회 위원장 (2020년)

5 이태동 국제학술지
SSCI등재 국제학술지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편집위원으로 

활동 

6 진영재 국제학술지 SSCI등재 국제학술지 Korea Observer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7 황태희 국제학술지
SSCI등재 국제학술지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편

집위원장으로 활동

8 황태희 국제학술지
SSCI등재 국제학술지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9 한스 샤틀
국제학회/

학술대회

APCEIU(Asia 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에서 주최(2021. 5)한 7th youth leadership 

workshop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에서 초청강연

10 한스 샤틀
국제학회/

학술대회

APCEIU(Asia 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에서 주최(2021. 8)한 Korea-Japan Teachers' 

Network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21에서 초청강연

연구의 국제화 주요 실적

▶ 참여교수들은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지의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7편의 연

구논문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음

▶ 참여교수들은 저명 국제학술지인 Korea Observer,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연구 활동을 선도하고 있음

▶ 제10회 Annual IPSA-NUS Summer School for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에 7명의 참여대학원

생이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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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

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

자

1 김상준
Kibayashi 

Yoshiaki 

일본/게

이오대

Rethinking Political Wellbeing in Representational 

Democracy in Japan

10.1007/s42413-

021-00127-5

2 우병원 이수현
싱가폴/

난양공대

IMF = I’M Fired! IMF Program Participation, 

Political Systems, and Workers’ Rights

10.1177/0032321

720905318

3 우병원 이수현
싱가폴/

난양공대

El impacto de los programas y la condicionalidad 

del FMI en los derechos laborales

10.24215/252516

78e488

4 우병원
Daniel

Verdier

미국/오

하이오주

립대

A unifying theory of positive and negative 

incen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anctions, 

rewards, regime types, and compliance

10.1007/s10101-

020-00239-2

5 이태동

양혁,

Sirkku 

Juhola

미국/럿

거스대,

핀란드/

헬싱키대

The old and the climate adaptation: Climate 

justice, risks, and urban adaptation plan

10.1016/j.scs.202

1.102755.

6 황태희
Elena V. 

McLean

미국/뉴

욕주립대

Economic Sanctions and Government Spending 

Adjustments: The Case of Disaster Preparedness

10.1017/S000712

3418000613

7 황태희
Elena V. 

McLean

미국/뉴

욕주립대

Do sanctions spell disaster? Economic sanctions, 

political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safety

10.1177/1354066

11988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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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1)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계획 및 실적 

(1)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 참여 확대,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국

내외 방법론 수강지원 확대, International-Lab을 통한 국제 연구 네트워크의 확산 등을 통

해 연구의 국제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획을 제시함 

(2) 계획 대비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은 개별 랩에서 구축하고 있는 International-Lab의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Online Intensive Course의 역량 있는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

량을 증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음. 또한, 2021년 7월 온라인으로 개최

되었던 제10회 Annual IPSA-NUS Summer School for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에도 

7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함

▪ 첫째, 본 교육연구단은 올해 7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제10회 Annual IPSA-NUS Summer 

School for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에 소속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

원을 함. 특별히, 방법론 특강을 수강한 참여대학원생이 제출하는 연수 보고의 내용을 강화

하고 새롭게 배운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 논문을 출간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여 방법론 연

수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유도하였음

▪ 둘째,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제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었음 

-배종윤, 김현정 참여교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양정책/규범 Lab’은 

사업 세부 활동 내용 달성 현황

박사인력 양성 

기재의 차별화

해외학자 

논문심사위원 

풀(pool)제

ㆍ2021-2학기 랩별로 명단 초안 작성 계획

랩 시스템 

구축

International-Lab

의 확장

ㆍCAPS-Lab, 일본 및 네덜란드 연구자

들과 제1회 웨비나 개최

ㆍEconomic Statecraft Lab, 미국과 싱가

폴 연구자와 공동 연구 게재

완료/지속

국제화 및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국제학술회의 개최
ㆍ2022년 여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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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Lab을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교류를 펼쳤다. 배종윤 

참여교수는 2020년 12월에 개최된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Georgetown University의 Robert Gallucci,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Harry 

Kaziani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Joseph Yun, Stanford University의 Siegfried 

Hecker 등과 교류하였음. 또한, 2021년 3월 중국 산동대학교의 비잉다 교수와 함께 공동

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음

- 서정민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비판정치학 랩은 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 류코쿠 대학의 Global Affairs Research Center와 함께 6월 14일 ‘CAPS Webinar 

#1 Topics and Issues of Chinese IRT’를 개최하였음. 이 웨비나에는 서정민 참여교수, 

조영철 전북대 교수, Yih-Jye Hwang 라이덴 대학교 교수, Kosuke Shimizu,  

Ching-Chang Chen 류코쿠대 교수들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

였음. 이외에도 CAPS-Lab은 4월에 개최되었던 ISA Virtual Convention 2021에서도 서정

민 참여교수, 최서영 참여대학원생 등이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음 

- 이태동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역시 International-Lab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음. 이태동 참여교수는 미국 럿거스 대학

교의 양혁 교수, 핀란드 Helsinki University의 Sirkku Juhola 교수와 함께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에 연구논문을 게재함

- 황태희, 우병원 참여교수가 운영하는 Economic Statecraft Lab에서도 International-Lab의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여러 연구 교류와 업적을 쌓을 수 있었음. 황태희 참여교수는 

버팔로 대학교(SUNY)의 Elena McLean과 함께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음

- 우병원 참여교수는 싱가폴 난양공대 이수현 교수와 함께 Derechos en Acción, Political 
Studies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음. 또, 이수현 교수와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World 

Congress) 및 2021 APSA Annual Conference (10월)에서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

정임. 우병원 참여교수는 미국 Ohio State University의 Daniel Verdier 교수와 Economics 

of Governance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음. 또한 Swarthmore College에 재직 중인 Ayse 

Kaya 교수와의 공동연구가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에 게재 확정되었음. 마

지막으로 Oakland University의 Laura Landolt 교수와의 공동연구가 Journal of Human 

Rights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아 원고 수정 중에 있음 

- 한스 샤틀 참여교수 역시 다양한 국제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한스 샤틀 참여교수는 

DePaul University의 Hai Long Tran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클래스 미팅 (2020년 9-10월)

을 가졌고, Loyola Marymount University의 Thomas Plate 교수와도 공동으로 클래스 미

팅을 진행하였음. (2021년 3-4월). 또 한스 샤틀 참여교수는 2021년 4월 Politics, Global 

Citizenship 수업에 UC Berkeley의 Sarah Song 교수를 호스팅 했고, 2021년 9월에도 

Politics, Media and Globalization 수업에 US Naval War College의 Terence Roehrig 교수

를 호스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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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1) 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

▪ 본 교육연구단은 해외 학자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의 풀(pool)을 구성하여 참여대학원생들

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초빙할 계획을 제출하였음. 현재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와 국

제화 TF는 개별 랩 당 1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1년 2학기 중으

로 심사위원 명단을 작성할 예정

(2) 제 3회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개최

▪ 본 교육연구단은 2022년 여름, 제 3회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2차례 중국 Shandong University, 일본 

Kyushu University,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등과 함께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2022년에 개최될 제 3회 국제학술대회는 본 교육연구단에서 랩 시스템을 출범

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각 랩의 주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을 초빙하여 테마 중심의 깊이 있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삼을 예정임


	4단계BK21사업자체평가보고서_정치학과_업로드용
	개요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1.1. 교육연구단장의 연구역량
	1.2.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역량
	1.3. 교육연구단장의 행정역량
	1.4. 최근 2년간 교육연구단장 연구 업적 목록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3.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대비 실적
	1)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
	2) 교육 분야 목표 대비 실적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연구
	(3) 인력양성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5) 신진연구인력 양성
	(6) 교육 국제화

	3) 연구 분야 목표 대비 실적
	(1) 정치학 랩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과 다양한 랩의 인큐베이팅 
	(2) 정치학 연구 방법론 기초 확립
	(3)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4) 참여 교수들의 활발한 국제적 학술활동, 공동연구 참여 
	(5) International-Lab을 통한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3.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1) 교육역량 부문
	(1) 교육과정
	(2) 인력양성
	(3) 교육의 국제화

	2) 연구역량 부문
	(1) 랩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
	(2)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3) 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
	(4) 제3회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개최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1) 교육연구단의 교육 비전과 목표
	(1) 문제해결교육
	(2) 혁신융합교육
	(3) 미래성공

	2) 계획 대비 실적 
	3) 
	(1) Online Intensive Course을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
	(2)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과목공유(cross-listing) 교과목 개설
	(3) 진로개발 (Learn and Blaze) 교과목 신규 개설
	(4) 정치학 랩(Lab) 인큐베이팅
	① 정치학 랩 운영 취지와 목표
	② 정치학 랩 운영 규정 제정
	③ 정치학 랩의 구축과 확장현황
	④ 애드 혹 랩 시범운영(Pilot Program)

	(5)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세미나 
	① 제1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 
	② 제2회 융복합 정치학-사회과학 워크숍 

	(6) 리서치 콜로키움 
	①  취지
	②  현황/업적


	4)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추진 계획
	(1) 교육과정
	① I-MAP 교과목 신규 개설
	②  과목공유 교과목 확대
	③  진로개발 (Learn and Blaze) 교과목 신규 개설

	(2) 정치학 랩 시스템 안정화 및 자생성 확보
	(3) 기타 대학원생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1) 목표
	2)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업적
	(1) 관련 교과목 개설
	(2) 연세대학교 어깨동무사업 선정
	① 총 연구기간: 2021.6.7 ~ 2025.2.28
	② 1차년도 사업비: 30,000,000원
	③ 사업 목표
	④ 연구내용

	(3) <환경-에너지-도시 정치 연구실>의 지역문제 해결 활동

	3) 추진계획
	(1) 관련 교과목 신규 개설
	① 이연호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이해>
	② 백우열 교수 <혁신과학기술과 정치학의 신구난제>
	③ 진영재 교수 <정당의 진화>

	(2) 기존 교과목 재구성
	① 이태동 교수 <국제환경-에너지 정치: 이론과 실천>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1) 목표 및 당초 계획
	2) 현황 및 실적
	3) 추진계획

	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1) 목표(당초 계획)
	2) 실적
	(1) 취업 사례
	(2) 해외 박사과정 진학 사례
	(3) 국내 박사과정 진학 사례

	3) 추진계획
	(1) ‘창의적 인재양성 및 경력개발 센터(CCDC)’를 위한 공간 확보
	(2) 정치학 랩에서 진학/취업 지원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3.1.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목표(수월성 증진 계획)
	2) 현황/실적
	(1) 대학원생 논문 대표실적
	① 김재학
	② 최서영
	③ 강신재

	(2) 대학원생 전체 연구 실적

	3) 추진 계획
	(1) 정치학 랩 중심의 학습/연구 지원
	(2)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한 학습/연구 지원


	3.2.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1) 목표
	2) 실적
	(1) 해외학술대회
	(2) 국내학술대회

	3) 추진 계획
	(1) 국제학술대회 참여 확대
	(2) 정치학 랩 중심의 학술대회 참여
	(3) 리서치 콜로키움을 통한 학술대회 참여 지원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과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
	2) 계획 대비 실적

	4.2.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및 교육실적
	1) 김현 신진연구인력
	2) 김명철 신진연구인력
	3) 최재동 신진연구인력

	4.3. 향후 추진계획
	1) 본부 대학원 정책과의 연계 확대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1) 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계획 및 실적
	(1) 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계획
	(2) 계획 대비 실적 

	2) 공동학위제 폐지와 MOU 확대
	3) 리서치 펠로우 파견 
	4) 해외 저명대학 벤치마킹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1.2. 연구업적물
	1)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0.9.1.-2021.8.31.))


	2.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및 실적
	2.1.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2.2. 전략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1) 융복합 정치학 랩 시스템 구축
	(1) 융복합 정치학 랩 및 애드 혹 랩 시스템 구축 계획
	(2) 최근 1년간 융복합 정치학 랩 및 애드 혹 랩 시스템 구축 실적
	① 정치학 랩 인큐베이팅 (2021년 8월 현재)
	② 정치학 랩 운영 규정 제정
	③ Two-track 랩 연합위원회 조직
	④ 랩 참여 플랫폼 구축
	⑤ 리서치 콜로키움 개최를 통한 랩 활동 지원
	⑥ 정치학-사회과학 융복합 워크숍 개최를 통한 랩의 융복합성 강화
	⑦ 파일럿 애드 혹 랩
	⑧ 교육연구단의 랩 재정 지원 및 랩별 재정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수주 

	(3) 향후 추진 계획

	2)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1)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계획
	(2) 정치학 연구방법론 기초 확립 실적
	(3) 향후 추진 계획

	3)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1)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계획
	(2) 지난 1년간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실적



	3.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3.1. 산업ㆍ사회 기여 계획
	1) 혁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적 난제의 확인과 규명
	2)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문제 해결
	3) 4대 문제영역
	(1)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2) 한국 정치 공동체 내 갈등
	(3) 아시아 정치 공동체 내 갈등


	3.2. 산업ㆍ사회 기여실적
	1)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2)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3)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3.3. 언론
	1)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2)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3.4. 정부, 전문기관 자문 및 사회 참여
	1) 글로컬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 해결
	2)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3) 아시아 내 정치적 갈등과 협력 문제 해결

	3.5. 향후 추진 계획

	4.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4.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4.2. 국제 공동연구 실적 
	4.3.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1)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계획 및 실적 
	(1)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계획 
	(2) 계획 대비 실적

	2) 향후 계획
	(1) 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
	(2) 제 3회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