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徐勝) 이력
생년월일 1945. 4. 3.（출생지：교토부 기타쿠와다군 슈잔초우 고혼마쓰)
본적지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태평리

학력
1961년 4월 교토부립 사이쿄고등학교 입학
1964년 3월 교토부립 호리카와고등학교 졸업
1964년 4월 도쿄교육대학 문학부 사회과학과(경제전공) 입학
1968년 3월 도쿄교육대학 졸업
1968년 3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연수과정 입학
1969년 3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입학
1971년 2월 사회학과 단위(単位) 취득
2000년 2월 서울대학교대학원(修士社會學）학위 취득
경력
1971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안사령부에 체포

1971년 10월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사형선고
197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형 선고. 1973．2. 대법원에서 확정
1973년

8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세계의 양심수’에 선정

1988년 12월 정치범 특사에 의해 징역 20년으로 감형
1990년

2월 석방

1991년

1월~1993년 2월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객원연구원

1992년

5월 북캘리포니아 NPO

1994년

2월 다다 요코(多田謡子) 인권상 수상

1994년

4월~1998년 3월 리츠메이칸대학 비상근강사(법학부, 문학부）

1995년

4월~9월 오사카대학 비상근강사

1998년

4월~현재 리츠메이칸대학 법학부 교수(비교인권법）

STIK(Stop Torture In Korea）상임이사

2001년 11월~2008년 12월 일본평화학회 이사
2003년

9월~2004년 8월

빅토리아대학(캐나다) 객원연구원

Humanities Centre, Lansdowne Special Fellow(2003.9~12）
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2003.1~7)
2004년 8월~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객원연구원
2005년 6월~2010년 3월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센터장
2006년 1월~2008년 12월 일본평화학회 이사
학회 일본평화학회

주요 업적
１．저서
『옥중 19년―한국정치범의 투쟁―』(岩波新書, 1994)
『제일보를 내디딜 때』(日本評論社, 1995)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는 것이다－재일조선인과 나』(社会評論社, 2008)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한국, 대만, 오키나와를 다녀와서』(かもがわ出版, 2011)
２．공저
「「일본과 아시아의 공생론」을 비판한다」『아시아를 거울로 하여 전쟁이 보인다』(社会
評論社, 1996)
「아시아의 정취 오키나와 자립 ․ 독립에의 힘」『내 마음의 오키나와(我肝沖縄)』(解放出
版, 1996)
「조선반도와 일미안보공동선언, 오키나와」『안보 ｢재정의｣와 오키나와

아시아의 시점에

서』(緑風出版, 1997)
「나눔의 집에서 역사관으로」『나눔의 집 역사관 핸드북』(나눔의 집 역사관후원회 편, 柏
書房, 2002)
３．편저
『현대한국의 민주화와 법・정치구조의 변동』大久保史郎・徐勝編／韓寅燮と共著 日本評論
社, 2003)
『동북아시아시대에의 제언－전쟁 위기를 평화구축으로』(徐勝・松野周二・夏剛編,

平凡

社, 2003)
『동아시아냉전과 국가테러리즘－미일 중심의 지역질서의 개혁을 위해』(徐勝編、御茶の水
書房, 2004)
『현대한국의 안전보장과 치안법제』(徐勝編、法律文化社, 2006)
「한중고구려인식논쟁의 인식―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조건을 생각한다」『동북아시아공동체
에의 길－현상과 과제－』(松野周次・徐勝・夏剛編, 文眞堂, 2006)
『「한류」の안팎

한국문화력과 동아시아의 융합반응』(徐勝・黄盛彬・庵逡由香編,

御茶

の水書房, 2007)
『북조선이 핵을 포기하는 날－조선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향하여－』(徐
勝・康宗憲編, 晃洋書房, 2008)
『한미ＦＴＡ와 한국경제의 위기－신자유주의경제하의 일본에의 교훈-』(徐勝・李康國編,
晃洋書房, 2009)
『현대한국민주주의의 신전개』(徐勝監修, 金津日出美・庵逡由香編, 御茶の水書房, 2008)
『조선반도의 화해・협력 10년－김대중・노무현정권의 대북조선정책의 평가』(徐勝・中戸
祐夫, 御茶ノ水書房, 2009)
(번역・해설)『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朝日新聞出版部,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