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버그 대학교
행정 및 국제관계 대학원

키일러 GSPIA 대학원장으로부터 ‘자랑스런
동문상’을 받고 있는 권 대사

‘국제공공서비스상’ 시상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키일러 대학원장, 윌리엄 던 부대학원장,
우리 대학원 출신 KAPA 위원 6인중 5인

미래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곳

한국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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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 인사말씀
피츠버그 대학교 행정 및 국제관계 대학원(GSPIA)은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자
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임 방문자위원회 위원 20 분 중 두 분이 한국인인데 우
리 대학원이 배출한 가장 출중한 졸업생으로 꼽히는 분들입니다. 그 중 한 분은
미얀마, 호주 및 중국에서 한국 대사로 역임하신 권병현 동문(행정 및 국제관계
학 석사, 1968년 졸업)이고 다른 한 분은 서울대학교 부총장 및 교무처장과 교
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하신 김신복 박사(행정 및 국제관계학 석사, 1972년
졸업)입니다. 남궁 근 박사(1989년 졸업)께서는 현재 한국행정학회(KAPA)
회장으로 본 대학원 동문으로서는 여섯 번째로 이 중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대학원 개설 50주년을 맞아 한국과의 인연에 대한 특별한 감사
의 표시로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학원 교수님 몇 분이 지난 2008년 10월 서울을
방문하여 동창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권병현 동문에게 ‘자랑스런 동문상’
을 수여하고, 한국행정학회(KAPA) 회장을 선임한 오석홍 박사(69년 졸업),
한영환 박사(75년 졸업), 김신복박사(행정 및 국제학 석사, 72년 졸업), 황윤
원 박사(87년 졸업), 김현구 박사(86년 졸업), 남궁 근 박사(86년 졸업)에게
는 ‘국제공공서비스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한국 정부가 중앙인사위원회의 “1+1 짝짓기 프로그램”의 파
트너로 선정한 미국 대학 6개교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1 짝짓기 프로그램은 높은 경쟁을 거쳐 선발된 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에 걸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첫 해
에 공공정책 및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두 번째 해는 지방 정부나 비정부 조직
또는 민간 분야의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행정 및 국제관계 대학원은 미국의 행정 및 국제관계 대학원에 관
심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츠버그 행정
및 국제관계 대학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hn T.S. Keeler
존 T. S. 키일러

피츠버그는 최근 조사에서 저렴한 집값,
낮은 범죄율, 훌륭한 문화 시설 및 지역
연고 스포츠 팀 보유 등으로 “미국에
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
니다. 반경 800km안에 미국 인구의 절
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피츠버그는 워
싱턴 DC와는 약 325km 거리에 위치하
고 있습니다.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피츠버그 대 GSPIA에서 수학함으로써 저
의 지식기반을 넓히고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
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GSPIA의 졸업생이기도 한 선배님의 추천
에 의해 저도 GSPIA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그 선택이 옳았음을 느낍니다. 저 또한 이 곳
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GSPIA를 통해 한걸음 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Ji-hyun Shin –
신지현 –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지식경제부 사무관

황성수 동문은 최근 GSPIA에서 행정 및 국
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황성수
동문은 이 논문으로 국립과학재단(NSF)에
서 장학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 동문은
미시건 주에 있는 그랜드밸리 주립대학교에
서 박사후 연구 과정을 시작했으며, 이곳에
서 관심분야를 공공부문 정보 기술, 전자 정
부 및 공공–비영리 부문간 협력 등으로 넓
히고 있습니다.

Sungsoo Hwang –
황성수 – 행정 및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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