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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산정책연구원 개요

설립목적   Mission Statement

설립자 겸 명예이사장   Founder and Honorary Chairman

아산정책연구원은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정책연구원은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정 몽 준

연혁   Chronology
학력
2008. 2. 11

2009. 2. 1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아산정책연구원 설립

- 미국 MIT 경영대학원 석사

한승주 박사 1대 이사장 겸 원장 취임

-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 국제관계대학원 (SAIS) 국제정치학 박사 

송영식 대사 2대 원장 취임
신축건물 기공식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경력

- 13대∼19대 국회의원 

2010. 1. 13

아산정책연구원 신축건물 개관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2010. 3. 10

함재봉 박사 3대 원장 취임

- 울산대학교 명예이사장 (現)

2011. 1. 28

이인호 박사 2대 이사장 취임

- 국제축구연맹 (FIFA) 명예부회장 (現)

2014. 2. 26

함재봉 원장 3대 이사장 겸 원장 취임

-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現)
-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現)
-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

저서

『자유민주주의의 약속』
,『시장경제의 약속』
,『키다리아저씨의 약속』
 (미다스북스, 2012)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와의 소통』
 (푸르메, 2012)
『나의도전 나의열정』
 (김영사, 2011)
『일본에 말한다』
 (김영사, 2001)
『日本의 政府와 企業 관계』
 (한국경제신문사, 1995)
『企業經營理念』
 (울산대학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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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겸 원장   President

고문   Senior Advisor

연구부문 부원장   Vice President, Research

아산서원 부원장   Vice President, Asan Academy

함 재 봉

천 영 우

최 강

김 석 근

학력

학력

학력

학력

- 미국 Carleton College 경제학 학사

- 부산대학교 불어과 학사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정치학 박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 석박사

-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 정치학 석박사

- 미국 콜럼비아대 국제학 석사

-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메디슨) 정치학 석사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경력

경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외무부 입부 (77.9 제11회 외무고시)

경력

경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교수 및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사회과학국장

-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2000~2006)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연구소 소장 겸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협력부장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관계학부 및 정치학과 교수

- 외교부 국제기구 정책관

-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및 교수 

  한국정치사상연구실장 (1996~2000)

- RAND 연구소 선임정치학자

- 주유엔 대사 (차석)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 방문연구원

- 외교정책실장 

- 국가안보회의사무처 정책기획부장 

- Duke, Princeton, Georgetown University 교환교수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수석대표 겸임)

- 한국국방연구원 국제군축연구실장 

- 주영국대사

저서
“Sout
 
h Korea’s Miraculous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2008)
“The Two Sout
 
h Koreas: A House Divided”

-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사단법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Agenda Council(GAC)위원

 (The Washington Quarterly, 2005)

Confucianism for the Modern World
(Daniel A. Bell과 공저,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전통과 현대, 2000)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나남, 1998) 
『탈근대와 유교:
 
 한국적 정치담론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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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Board of Trustees
김동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김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및 교수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및 교수

김형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박형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대 학장 및 교수

신명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인호

KBS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한승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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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센터 및 프로그램

외교안보센터

외교안보센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Center fo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분석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다자협력 및 지역안보,
공공외교, 각 국가 외교·안보정책 비교분석 등 입니다. 센터는 연구원 고유의
연구활동 수행뿐만 아니라 국·내외 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 학술회의 개최,
연구프로젝트 수행과 출판물 발행 등을 통하여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전문가

김기범
gbkim83@asaninst.org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연구위원

우정엽
woo@asaninst.org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정치학 박사

Leif-Eric Easley 
easley@asaninst.org
Harvard University
정부학 박사

연구원

봉영식
bong@asaninst.o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박사

연구원

연구원

최  강
choik@asaninst.org
The Ohio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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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부문 부원장 겸 센터장

토론과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사회 담론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지형
jhlee@asaninst.org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이성원
sungwon@asaninst.org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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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거버넌스센터

글로벌거버넌스센터는 국가중심적인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내외 다양한

Center for Global Governance

갈등 요소들과 효과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외에도 인간안보(human security) 중심의
비전통적 안보 요소들에 더욱 큰 관심을 갖으며, 21세기의 변화에 대응하고 더욱
진보하는 국제관계 및 국내정치를 위해 새롭고 유효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선임연구위원

모종린
jongryn@asaninst.org
Stanfo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정
choice@asaninst.org
Purdu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박지영
jpark@asaninst.org
University of Michigan
원자핵공학 박사

연구원

센터장 겸 연구위원

신창훈
chshin@asaninst.org
Oxford University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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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정책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isa Collins
lisadalem@asaninst.org
University of New Mexico
School of Law (UNMSOL)
법학 석사 (J.D.)

김유리
yurikim@asaninst.org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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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계량분석센터

오늘날 정책결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은 날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Center for Public Opinion and Quantitative Research

아산정책연구원 여론계량분석센터는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양적 자료를
각 분야 전문가에게 제공합니다. 여론조사나 통계자료뿐 아니라 정량화된 질적
자료를 이용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양적 자료를 축적하고, 일반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초빙연구위원

한규섭
kyuhahn@snu.ac.kr
Stanford University
언론정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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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김종우
cwkim@asaninst.org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London 수리 물리학 박사
연구원

김지윤
jiyoon@asaninst.or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정치학 박사

고명현
mhgo@asaninst.org
Pardee RAND Graduate
School
정책분석학 박사
연구보조

센터장 겸 연구위원

연구위원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충구
ckkang@asaninst.org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김수연
quantitative@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통계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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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센터

지역연구센터는 미국,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대양주 지역을 연구하는 총 4개의

Center for Regional Studies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연구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 등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을 비롯하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워싱턴 통신, 정책 보고서와 같은 출판물 발간을 통해 각 지역에 대한 깊은 분석과
이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와 지역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선진국가로서의 한국의

장지향
jhjang@asaninst.org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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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진병남
bnjin@asaninst.org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학 학사

J. James Kim 
jjkim@asaninst.org
Columbia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이재현
jaelee@asaninst.org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정치학 박사

Cai Jian
tsaichien@hotmail.com
Fudan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연구원

센터장 겸 연구위원

연구위원

역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민정 
mjhan@asaninst.org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Peter Lee
peter.lee@asaninst.org
University of Melbourne
국제관계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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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Studies

한국학연구센터는 전통적인 문사철(文史哲) 중심의 한국학 연구를 넘어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접목시킴으로써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사회 전반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하는 과정에서 한국학의 소임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한국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한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화의

김석근
root@asaninst.org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정치사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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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센터장 겸 아산서원 부원장

초빙연구위원

흐름 속에서 한국학 및 한국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승률 
sungryul1@asaninst.org
University of Tokyo
철학 박사

정은경 
jek@asaninst.org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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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사무소
Washington, D.C. Office

아산정책연구원은 2012년, 한국 싱크탱크로는 최초로 워싱턴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한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계를 심화하며
미국의 수도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워싱턴 사무소는 미국 전문가들에게 통일 문제를 비롯,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논하는 담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라운드테이블, 포럼에는 공직자,
학계인사, 언론인이 참석해 한미 동맹의 현안과 그 외의 공통 관심사를 토론하며
정책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한편 아산서원 ‘Washington Fellowship Program’ 운영을 통해 미래의 한국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서원생들이 워싱턴 내 주요 싱크탱크 및
비영리기관에서 연수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익히고 국제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무소장 겸 연구위원

전문원

지원합니다.

우정엽
woo@asaninst.org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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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leen Block
eileenblock@asaninst.org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한국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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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원은 문학, 사학, 철학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문교육과 현대적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김석근
root@asaninst.org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정치사상 박사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PPE)’ 교육과정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아산서원 원생들은 5개월간 아산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영실장

교수부장

Asan Academy

부원장

아산서원

봉영식
bong@asaninst.o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박사

이승희
leesh@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행정원

아산서원은 인문 소양을 갖추고, 공동체를 아끼며 국제 감각을 갖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행정원

싱크탱크 및 비영리 기관에 파견되어 정식 인턴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원

인문교육과정에 참여합니다. 이후 5개월간 미국 워싱턴 DC 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유명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박지연
jiyeonpark@asaninst.org
연세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 학사

행정원

행정원

박지혜
sophia@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26

김민주
mjkim@asaninst.org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행정원

김누리
nuri.kim@asaninst.org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학 석사 (수료)

이세영
seyounglee@asaninst.org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이진주
jjlee@asaninst.org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국어교육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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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기념강좌
Asan Memorial Lecture

아산기념강좌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주요 강좌 시리즈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세계가 직면한 핵심 쟁점들에
관하여 혁신적 정책 해법과 선도적인 공공담론을 제공하려는 목적 하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의 저명한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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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제정치의 시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헨리 키신저 Henry A. Kissinger
“북핵문제와 동북 아시아”(2010년 3월 3일)

 
2.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2010년 8월 19일)

 
3. 기 소르망 Guy Sorman

“중국은 경계의 대상인가”(2011년 1월 20일)

 
4. 뚜 웨이밍 Tu Weiming

“21세기의 유교적 인문주의: 중국의 새로운 문화정체성의 모색”(2011년 2월 24일)

 
5. 제임스 헤크먼 James J. Heckman

“학력평가시험이 측정하지 못하는 것: 소프트 스킬에 대한 확증”(2011년 8월 8일)

6. 도날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21세기 동북아 안보의 과제”(201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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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산도시락시리즈

12. 제니퍼 린드 Jennifer Lind (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Asan Dosirak Series

“북한정권의 붕괴: 군사대응 및 사후과제”(2011년 11월 30일) 

13. 알렉시스 더든 Alexis Dudden (코네티컷 대학교, University of Connecticut)
“동북아시아 지역 내 영토 분쟁”(2011년 12월 2일)

14. 패트릭 크로닌 Patrick M. Cronin (신미국안보센터,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아산도시락시리즈는 해외석학들과 정책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한미 동맹의 도전과 과제”(2011년 12월 9일)

청중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는 회의입니다. 특히 ‘도시락’이라는 이름을 붙여,

15. 양 씨위 Yang Xiyu  (중국 국제관계연구소,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가벼운 식사와 함께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의 한중관계와 한반도”(2012년 3월 12일)

1. 마일즈 폼퍼 Miles A. Pomper (몬트레이연구소,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핵 테러 방지”(2011년 5월 11일)

2. 패트릭 크로닌 Patrick M. Cronin (신미국안보센터,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오바마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팀 그리고 아시아 전망”(2011년 5월 23일)

3. 윌리엄 오버홀트 William Overholt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2011년 5월 30일)

4. 에드워드 워너 Edward L. Warner (미국 국방부 핵정책 특보,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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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통제 관점에서 본 미국과 러시아와의 현 관계”(2011년 6월 23일)

5.  마커스 놀랜드 Marcus Noland (피터슨 세계경제연구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전환의 목격자: 탈북자를 통한 북한에 대한 통찰”(2011년 6월 28일)

6.  주 펑 Zhu Feng (북경 대학교, Peking University)
“중국의 부상과 국내 역학이 대(對)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2011년 7월 22일)

7. 랄프 코사 Ralph A. Cossa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Pacific Forum CSIS)
“대북 정책 및 6자 회담의 다음 단계”(2011년 8월 19일)

8. 샨토 아이앤거 Shanto Iyengar (스탠포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미국 대중의 양극화: 정당을 초월한 공포와 증오”(2011년 8월 22일) 

9. 마크 피츠패트릭 Mark Fitzpatrick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orth Korea Report Launch”(2011년 8월 30일)

10. 로버트 파크 Robert Parks (북아프리카연구센터, Center for North African Studies in Algeria)
“알제리의 국가-사회 관계가 동아시아에 주는 정책적 함의”(2011년 11월 7일)

11. 브루스 베넷 Bruce Bennett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
“북핵확산 저지를 위한 현실적 방안”(2011년 11월 10일)
30

31

16. 고든 플레이크 Gordon Flake (맨스필드 재단, The Maureen and Mansfield Foundation)
“동북아시아의 리더십 변화와 대북정책”(2012년 5월 8일)

17. 토마스 버거 Thomas Berger (보스턴 대학교, Boston University)
“역사적 기억의 정치: 동아시아와 유럽 비교”(2012년 6월 8일)

18. 앨런 리히트먼 Allan J. Lichtman (아메리칸 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스템: 민심 읽기”(201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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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켄트 칼더 Kent Calder (존스홉킨스 대학교 라이샤워 동아시아 연구소, The 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신 대륙주의: 에너지와 21세기 유라시아 지정학”(2012년 7월 5일)

20. 헬무트 노포스 Helmut Norpoth (뉴욕 주립대학교,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역사와 예비경선: 오바마 재선 전망”(2012년 7월 23일)

21. 고든 플레이크 Gordon Flake (맨스필드 재단, The Maureen and Mansfield Foundation)
“한일관계에 관한 미국의 관점”(2012년 7월 26일)

22. 브래드 글로서먼 Brad Glosserman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Pacific Forum CSIS)
“린치핀 강조: 한·미 동맹과 아시아와의‘재조정’
”(2012년 7월 30일)

23. 랄프 코사 Ralph A. Cossa (퍼시픽포럼 CSIS, Pacific Forum CSIS) 
“한-일 관계: 과거를 넘어서”(2012년 9월 7일)

24. 마샬 부톤 Marshall Bouton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아시아 회귀전략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2012년 9월 18일)

25. 존 베링거 John B. Bellinger (Arnold & Portner 법률사무소, Arnold & Porter LLP)
“미국이 바라보는 국제법과 국제재판소”(2012년 10월 15일)

26. 트로이 스탠가론 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국의 미래”(2012년 11월 20일)

27. 후삼 다르위셰 Housam Darwisheh (일본무역진흥회, The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시리아와 아랍의 봄: 시리아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2012년 11월 21일)

28. T.J. 펨펠 T.J. Pempel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미국의 선거가 아시아에 던지는 의미는?”(2012년 12월 5일) 

29. 고든 플레이크 Gordon Flake (맨스필드 재단,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정권 교체 이후의 한-미-일 3국 관계 전망”(2013년 1월 8일)

30. 이작 갈노르 Itzhak Galnoor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다가오는 이스라엘 선거”(2013년 1월 11일)
32

31. 존 케스티 John L. Casti (국제응용분석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로존 위기와 같은 세계 위기 예측 가능성”(2013년 2월 21일)

32. 랄프 코사 Ralph A. Cossa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Pacific Forum CSIS) 
“북-중관계”(2013년 3월 21일)

33. 제리 커티스 Gerald L. Curtis (콜롬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일본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2013년 4월 12일)

34. 테렌스 로우릭 Terry Roehrig (미 해군대학, US Naval War College)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그 동기와 전술, 전략에 대해서”(2013년 5월 20일)
33

35. 리차드 웨이츠 Richard Weitz (허드슨 연구소, Hudson Institute)
“미국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아시아에 미치는 함의-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2013년 6월 24일)

36. 해리스 밀로나스 Harris Mylonas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한국의 디아스포라 정치”(2013년 8월 8일)

37. 그렉 스칼라튜 Greg Scarlatoiu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2013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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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라지브 나라얀 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북한의 인권상황과 유엔 COI 보고서”(2013년 9월 12일)

39. 존 페퍼 John Feffer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Foreign Policy in Focus at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3년 북한이 1989년 동독과 다른 이유”(2013년 11월 19일)

40. 브리짓 코긴스 Bridget Coggins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UC Santa Barbara)
“동북아 지역에서의 불법 해적행위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2013년 12월 27일)

41. 샘 크레인 Sam Crane (미국 윌리암스대학교, Williams College)
“유교 사상과 중국의‘소프트파워’
 외교정책 분석”(2014년 1월 20일)

42. 패트릭 메설린 Patrick A. Messerlin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Sciences Po)
“북한무역정책과 도전과제”(2014년 2월 12일)

43. 이스티츄아이아 부드라 Viorel Isticioaia Budura (유럽대외관계청,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아태지역 내 유럽연합의 정책 우선순위”(2014년 2월 26일)

44. 조셉 케쉬시안 Joseph Kechichian (사우디 아라비아 킹 파이잘 이슬람 연구센터, King Faisal Center for Studies, Saudi Arabia)
“아랍 걸프 국가들의 왕위 승계 문제”(2014년 4월 14일)

45. 응엔 흥 손 Nguyen Hung Son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베트남-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베트남의 시각”(2014년 6월 25일)

46. 존 박 John Park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Harvard Kennedy School)
“표적제재와 반(反) 확산의 난제-북한의 사례”(2014년 8월 13일)

47. 이성윤 Sung-Yoon Lee (터프츠 대학교, Tufts University)
“북한정권 변화시키기: 대북제재 강화법안 2013”(2014년 8월 14일) 

48. 브래드 글로서먼 Brad Glosserman (퍼시픽포럼 CSIS, Pacific Forum CSIS)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일 관계”(201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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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특별강연 
Asan Distinguished Speaker Series

아산 특별강연은 국제정치·경제·사회 등의 폭넓은 주제에 대하여
저명한 학자와 정책 입법자들을 초청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수 있는 공개 강연입니다.
이 강좌는 청중들에게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국내외 유명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1

2

3

4

5

6

7

8

9

1.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 (덴버 대학교, University of Denver)
“새 시대의 한미 관계 US-ROK Relations in the New Decade”(2011년 1월 14일)

2. 권 율 Yul Kwon (링크 TV, Link TV)
“내가 겪은 미국 사회와 정치, 그리고 나의 꿈”(2011년 10월 5일)

3. 스티븐 크래스너 Stephen D. Krasner (스탠포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대외원조: 서구모델인가? 일본모델인가?”(2011년 10월 19일)

4. 파와즈 게르게스 Fawaz A. Gerges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아랍 혁명의 전환기: 국내, 지역 및 국제적 함의”(2011년 11월 3일)

5. 리사 앤더슨 Li
 
sa Anderson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이집트의 민중봉기: 기회와 도전”(2011년 11월 7일)

6. 데이비드 브래디 Davi
 
d W. Brady (후버 연구소, Hoover Institution)
“미국 보수주의의 미래”(2011년 11월 29일)

7. 알렉산더 딘킨 Alexander A. Dynkin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러시아의 외교정책”(2012년 1월 17일)

8.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년 6월 1일) 

9. 프레드 달마이어 Fred R. Dallmayr (노트르담 대학교, University of Notre Dame)
“유교사상과 세계시민주의”(2012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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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소르망 Guy Sorman (문명비평가, Writer)

10 & 18

11

12

13

14

15

16

17

19

“유럽연합과 유로존 위기”(2012년 7월 12일)

11. 로버트 메넨데즈 Robert Menendez (미 상원, US Senate)
“경제적 국정운영과 미국의 신 국제주의”(2013년 8월 19일)

12. 존 매케인 John McCain, 셸던 화이트하우스 Sheldon Whitehouse (미 상원, US Senate)
“기자회견”(2013년 8월 26일)

13. 에릭 리 Eric X. Li (청웨이 캐피털, Chengwei Capital)
“전국(戰國): 새로운 국제 (무)질서의 도래”(2013년 9월 4일)

14. 수잔 숄티 Suzanne Scholte (디펜스포럼재단, Defense Forum Foundation)
“북한은 과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2013년 10월 28일)

15.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Nicolas Berggruen (베르그루엔 홀딩스, Berggruen Holdings)
“21세기를 위한 지성적 거버넌스: 동양과 서양 사이의 중도의 길”(2013년 12월 3일)

16.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미 상원, US Senate)
“미국의 대 아시아 외교정책”(2014년 1월 24일)

17. 이안 브레머 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Eurasia Group)
“지정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2014년 3월 4일)

18. 기 소르망 Guy Sorman (문명비평가, Writer)
“시민의 안전과 국가”(2014년 5월 26일) 

19. 마이크 혼다 Mike Honda (미 하원, US Congressman)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201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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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플래넘
Asan Plenum

아산플래넘은 세계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들이 모여 전 세계의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산 플래넘은 각각의 싱크탱크들이
스스로 패널을 구성하며, 2일 동안 각 세션 별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특히 해당 전문분야의 싱크탱크들을 통해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지식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제정치의
주요 현안들에 관한 전문가들 간의 깊이 있는 논의들을 통해서 정책
결정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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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워싱턴포럼
Asan Washington Forum

아산워싱턴포럼은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한국, 미국, 동북아시아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미동맹의 과제와 해법 등을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2013년 6월 24~25일 ‘항구적 동맹(The Enduring Alliance: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ROK-US Relations)’을 주제로
개최된 1차 아산포럼에는 한미동맹과 함께해온
미국 연방 상·하원, 전 국방장관, 전 국무부 고위관리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석학들 4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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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중국포럼
Asan China Forum

아산중국포럼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한국, 중국, 미국 등 동북아의 주요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의 부상,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역할과 같은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포럼은 패널 및 토론 참가자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심층적인 토론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그룹
모임 ‘네트워킹 런치 (Networking Lunch)’도 마련합니다.
1차 아산중국포럼은 2012년 12월 11~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50여 명의 학자·외교관·정책분석가·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은 두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3개
전문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원활하고 열띤 토론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세션이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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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핵포럼
Asan Nuclear Forum

아산핵포럼은 세계 최고의 핵·원자력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핵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부, 대학·연구소, 산업계, NGO,
언론 및 국제기구 등 각계 전문가들 간에 핵정책 현안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네트워킹을 통한
인식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유로운 소통의 장입니다.
아산핵포럼은 특히 21세기 한국과 동북아에 정책적 함의가 큰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국내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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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베이징포럼
Asan Beijing Forum

최근 동북아시아는 지도층의 교체, 북핵 문제, 영토·역사분쟁 등을
겪으며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었던 지난 6월의 한중 정상회담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
견줄 만큼 성공적이었지만,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아산베이징포럼2013은 변화하는 동북아의 지형 속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어,
한중관계, 북핵문제, 경제통합, 미중관계, 동아시아 지역 질서, 역사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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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북한컨퍼런스
Asan North Korea Conference

아산북한컨퍼런스는 여러 분야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에서 이틀간에 걸쳐 북한의 경제상태, 핵 능력,
대외관계 등 다양한 북한에 관계된 주요 이슈들을 토론하는 회의입니다.
아산북한회의는 특히 북한정권의 지속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에 개최되었던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전략과 대북 억제력, 긴급 사태 대책 등 다양한
주제를 논하였으며 수많은 국·내외 언론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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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원 사람들

김정진
kimjungjin@asaninst.org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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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하정훈
jhha@asaninst.org 
Stanford University
동아시아학 석사

박인영
sunflower@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 학사

이승희
leesh@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행정원

비서

인사실

이성희 
shlee@asaninst.org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리

김기범
gbkim83@asaninst.org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실장

Shawn Seiler
seiler@asaninst.org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경영대학 SCM 및 물류학 학사

연구원

신채민
chaemin@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연구부원장실

연구원

실장

조효림
zhaoxl@asaninst.org
SOAS, University of London
국제법 석사

비서실

정주영
jjung@asaninst.org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연구원

장하나
hanajang@asaninst.org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전문원

전문원

이승혁
seung.lee@asaninst.org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비서실

전문원

전문원

전문원

대외협력실

양진탁
jintakyang@asaninst.org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김지아 
jiahkim@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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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실장

김수련
srkim@asaninst.org
Amherst College
정치학 학사

권은율
eunyul@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 학사

김희선
hskim@asaninst.org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전문원

전문원

이현민
hoi3394@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유상형 
sh.yu@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영상디자인학 학사

최성한
han1737@asaninst.org
건국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 석사

연구 조교

홍보실

연구원

김보아
boahkim@asaninst.org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이현석
hslee@asaninst.org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실장

박현아
parkha@asaninst.org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 학사

전문원

연구원

안성규
askme@asaninst.org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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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jyp@asaninst.org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연구원

편집실

전문위원

최부일
bic@asaninst.org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학 학사

행정실

전문원

전문원

전문위원

출판실

한인석
ishan@asaninst.org 
한양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 학사 

배근주
communications@asaninst.org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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