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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 총장 성공적으로 한국과 중국 방문을 마치다 
 
서울과 베이징 -- 인디애나대학교(IU) 총장인Michael A. McRobbie는 지난주 대표단을 
이끌고 신규기관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수진 교환기회를 넓힐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굳건히 할 일부대학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또한 
교육, 문화, 금융 및 정부분야의 고위지도자들을 만났으며 양국의 인디애나대학교 국제 
졸업생들과 관계를 다졌다.  
 
방문기간동안 McRobbie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에 있어 중국의 
명문대 두 곳인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과 런민대학교(Renmin 
University)와 신규 파트너십 협정을 맺었다. McRobbie총장은 또한 IU Is Global 2018 졸업생 
회의 및 동창회에 참석했다. 2015년을 첫 시작으로 IU의 네번째 국제 졸업생 회의를 맞은  
IU Is Global에는 중국과 주변지역에서 약 35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참석했다. 지난  IU 
국제 졸업생 회의 및 동창회 중 가장 많은 수의 참석자이다.  
 
IU는 동아시아와 수 십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고도 폭 넓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지역 내 
견고한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수진의 필수적인 교환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및 정치적으로 세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안목을 더욱 발전시킨다.  
 
"한국, 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 내 우리의 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서 
시작된 이번주의 성공적인 활동은 인디애나주 출신학생들에게 더 많은 해외유학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진입해야할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서로 연결된 
세계를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McRobbie는 말했다. "이는 IU 교수진과 
해당 국가 내 다른 뛰어난 동료들 사이의 신규 협력활동을 가능하게해 주 전역에 있는 
캠퍼스의 국제교류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해당 지역사회와 고국에서 지도자, 혁신가 및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국제졸업생들을 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학교를 향한 졸업생들의 열정, 열의와 충성은 
IU와 인디애나 주의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강화해 나갑니다." 
 
IU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총장인 Hannah Buxbaum은McRobbie와 9월 17일 시작되어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베이징 및 톈진에서 열린 연이은 회의 및 기타 행사가 포함된 방문을 
함께 하였다.  
 
여기에는 올해 초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총재로 임명된 이전 IU 교수인 Yi 
Gang과의 오찬모임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해당하는 중국인민은행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인 중국금융기관의 통화정책과 
규제를 책임지고 있다. Yi는 인디애나대학교 인디애나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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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IUPUI)에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학 조교수 및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2012년 IU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IU 대표단은 또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공기업인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의 
회장인 TianGuoli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중국 경제의 당면한 문제들과 중국 및 
동아시아 전역에서 온 IU 학생들이 IU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 기여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서울에서McRobbie와 IU 대표단은 IU와 가장 오래도록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고위임원들 및 교수진과 만남을 가졌다. 이 고위임원 중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있었다. 방문단은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의 대표들을 만났다. 이 연구원은 최근 
IU가 미국에서 유일한 기관 중 하나인 신규 한국학연구기관(Institute for Korean Studies)을 
인디애나대학내의 세계및국제연구대학(School of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세우는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현재 8,000명 이상의 국제학생들이 IU에 등록되어 있다. 이들 중, 7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에서 왔으며 이는 IU 국제학생 출신 국가 중 세번째로 큰 수를차지한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IU에서는 한국에서 유학을 가기로 선택한 학생 수가 현재 총 50명 이상에 이르며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IU 교수진들은 또한 한국 내 기관의 교수진들과 
폭넓은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에 도착한 대표단은 톈진의 해안도시 내 난카이대학교(Nankai University)의 고위 
임원들을 만나 역사적인 파트너관계를 재수립했다. 그곳에서McRobbie는 IU 역사상 가장 
탁월한 중국 졸업생 중 고인이된 Binglin He와 Ruyu Chen 두 명을 화학분야에 있어 
선구자적 업적을 세운 데 대해 IU의 토머스 하트 벤톤(Thomas Hart Benton) 메달을 수여해 
기렸다. 해당 메달은 세계의 어느분야나 영역이든 간에 IU의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는 
뛰어난 성취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베이징에서 IU 대표단은 IU의 새로운 파트너인 중국사회과학원과 런민대학교에서 
학생교환과 교수진 공동연구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런민대학에는 또한 IU 석좌교수이자 첫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고 Elinor "Lin" Ostrom의 업적에 관심이 있는 여러학자가 
있다.  
 
McRobbie는 또한 새로운 다년간의 파트너십의 공식적인 시작을 도왔는데 이는 
IU의시드니와 로이스 에스케나지 미술관(Sidney and Lois Eskenazi Museum of 
Art)과칭화대학교 미술관(Tsinghua University Art Museum)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과 
중국 내 대학교 미술관간의 최초 공동작업이다. 해당 파트너십은 다년 간의 전시회, 
프로그램, 직원 및 학생교환영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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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트너십은 칭화미술관의 전시회인 "해외의미국인들(Americans Abroad): 풍경화와 
예술적 교류(Landscape and Artistic Exchange), 1800-1920"(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로 
에스케나지 미술관의 영구소장품으로 50점의 유럽과 미국미술작품을 특징으로 한다. 
칭화대학교 미술관의 영구소장품인 중국 두루마리서화의 상호 전시회는 에스케나지 
미술관 건물의 현재 주요개조가 완료된 이후 이전될 것이다. 개조되는 미술관 건물은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인 I.M. Pei.가 디자인했다.  
 
약 3,000명의 IU 학생이 중국에서 왔으며 이는 대학교 내 국제학생 출신 국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중국은 또한 현재 IU 학생들이 유학국가로 선택하는 상위 10위 국가에 
들었으며 IUPUI캠퍼스 학생의 주요 해외유학목적지이다. 
 
방문 주 내내McRobbie와 Buxbaum은 사업, 문화, 금융 및 정부분야의 지도자들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주도해, IU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를 증가시키고 지속해서 유능한 
국제학생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조언과 통찰력을 얻었다.  
 
이들은 수 만명의 IU 졸업생의 고국인 중국과 한국 양국의 졸업생들과 만남도 가졌다. 그 
중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IU Is Global 2018 국제 졸업생 회의 및 동창회에 참석하여 국제적 
협약 영역을 포함한 IU에서 이룬 최근 진전사항의 정보를McRobbie로부터 전달받았다. 
9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세계 경제, 환경 및 공중보건과 변화하는 세계 
법조계와 같은 문제들을 다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온 IU 졸업생 지도자가 참석한 몇몇 
공개 토론회도 있었다.  
 
해당 방문에 대한 보고는 블로그사이트인 IU Goes to Korea and China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artmuseum.indiana.edu/Renovation/
https://www.iupui.edu/
http://blogs.iu.edu/china-korea-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