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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산정책연구원 개요



설립목적  Mission Statement

아산정책연구원은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연구를 통해 민간 싱크탱크로서 사명을 다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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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혁  Chronology

2008. 02. 11

2009. 02. 11

2010. 01. 13

2010. 03. 10

아산정책연구원 설립

한승주 박사 이사장 겸 원장 취임

송영식 대사 원장 취임

아산정책연구원 신축건물 개관

함재봉 박사 원장 취임

2011. 01. 28

2014. 02. 26

2019. 05. 15

2022. 03. 29

이인호 박사 이사장 취임

함재봉 박사 이사장 취임

한승주 박사 이사장 취임

이준규 대사 이사장 취임 

최강 박사 원장 취임

Ⅱ

연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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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센터
Center fo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Issue Brief (left)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Issue Brief (center) 

코로나19가 보여준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북한의 새로운 선택  

Issue Brief (right) 

미·북 실무협상 평가와 향후   

전망: 협상의 종말인가, 반전의 

서막인가?

다양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 학술회의 개최, 연구프로젝트 수행, 출간물 발행 등을 통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사회 담론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다자협력 및 지역안보, 공공외교, 국가별 

외교안보 정책 비교분석 등입니다.

외교안보센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동북 

아시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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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거버넌스센터
Center for Global Governance

글로벌거버넌스센터
Center for Global Governance

글로벌거버넌스센터는 전통적인 국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전지구적 문제와 갈등 요인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21

세기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확산, 새로운 권력의 부상, 증가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영향력 

등 글로벌거버넌스 체제하의 근본적인 변화 양상입니다.

Issue Brief (left)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의미

Issue Brief (center) 

UN기후변화협약 제25차 

당사국회의 (COP25)의 주요 

의제와 전망  

Asan Report (right) 

한일관계와 국제법: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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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센터
Center for Regional Studies

지역연구센터는 미국,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을 연구하는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각 연구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 등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비롯하여 한국과 

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국가 심층연구를 

통해 지역별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선진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시 

합니다.

Issue Brief (left) 

코로나19 (COVID-19)사태에 

대한 일본의 위기관리대응과 

향후전망

Issue Brief (center) 

솔레이마니 사망과 이란 총선 

이후 미국-이란 대립의 악화 

Asan Report (right)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12 13



여론계량분석센터는 여론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내 여론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여론수렴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분석, 통계적 도구 같은 수리적 방법을 활용해 정책을 분석, 평가하며, 그 결과를 바탕 

으로 미래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질적, 양적 자료를 전문가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 

으로써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Issue Brief (left) 

위기의 한일관계, 한국인의 

인식과 함의

Asan Report (right) 

Exploring Possibilities: 

Minimum Number of 

Inspections Required to Detect 

a Violation i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여론계량분석센터
Center for Public Opinion and Quantitative Research

How would you rate the favorability of the following leaders?

LEADER FAVORABILITY

Aug. Sept. Oct. Nov.Nov. Dec. Jan. Jan.Mar. Jun.Jun. Mar.Mar.

2016 2017 2018 2019

Abe Shinzo

Kim Jong-un

Xi Jinping

Scale: 0-10. Least favorable=0;    Most favorable=10

4.47

0.99

4.25

0.73

4.20

1.72
1.67

0.62

4.44

1.90

0.71

3.25

4.16

1.74

0.62

3.49

4.25

2.03

0.97

3.01

1.56

0.68

2.96

3.50

1.85

0.77

4.35

4.02

2.04

0.88

3.76

3.29

1.79

2.02

5.16

3.89

2.04

4.06
4.26

3.39

1.63

3.51

4.40

1.77

3.20

1.691. 51111....66665555

2.93

1.87
1.84

3.203.203.203.203.20
Donald Trump

MOST IMPORTANT NEIGHBOR FOR SOUTH KOREA’S ECONOMY/SECURITY

Which country is most important for South Korea’s economy/security?

U.S. China North Korea

E CO N O M Y S E C U R I T Y

2014 2015 2016 20192018 2014 2015 2016 20192018

47.7

34.2

1.2

55.1

34.3

2.5

56.1

31.9

4.4

48.7

32.3

10.7

52.6

33.9

4.7

15.5

56.6

9.2 10.0

60.6

21.1

11.6

63.1

18.1

68.2

6.0

19.2

65.0

6.9

19.7

If the U.S. and China continue their rivalry, which country should South Korea strengthen ties with? 

SOUTH KOREA’S FUTURE PARTNER

59.6%

2014

24.9%

2015

58.7%

30.5%

2016

59.5%

32.6%

2017

67.3%

22.3%

2018

67.6%

23.4%

2019

75.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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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아산플래넘
Asan Plenum

-

-

-

-

-

-

-

-

2011 “Our Nuclear Future” (June 13 - 15, 2011)

2012 “Leadership” (April 25 - 27, 2012)

2013 “New World Disorder” (April 30 – May 1, 2013)

2014 “Future of History” (April 22 - 23, 2014)

2015 “Is the U.S. Back?” (April 28 - 29, 2015)

2016 “The New Normal” (April 26 - 27, 2016)

2018 “Illiberal International Order” (April 24 - 25, 2018)

2019 “Korea’s Choice” (April 23 - 24, 2019)

아산플래넘은 국제정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대표적 연례 회의입니다.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토론의 주체이자 청중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대안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18



아산정책포럼
Asan Policy Forum

아산정책포럼은 시의적 이슈 분석을 위해 매월 개최되는 외교안보 전문가 회의입니다. 긴박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 발제와 이어지는 보수·진보 패널 간 토론을 통해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 21



국제공동연구
Joint Research

아산정책연구원은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시카고 카운실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아시아정책이니셔티브(Asia Policy Initiative, API), 브뤼셀 

자유대학교(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등 미국, 일본, 유럽 내 유수 연구기관 및 글로벌 싱크탱크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학술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322



아산전략대화
Asan Strategic Dialogue

아산전략대화는 비공식 또는 Track II(민간차원 외교채널)형식으로 진행되며, 정파 

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제사회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입안자와 전 세계 주요 

싱크탱크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 

입니다.

24 25



5 6

군사·안보 특별 워크숍
Workshop on Military and Security

아산정책연구원은 국내외 군사·안보 이슈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분석 및 바람직한 역할론을 제시하고자 대한민국 

육군,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 등 주요 군사·안보 기관과 (공개·비공개로) 군사·안보 

특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 27



아산 글로벌 펠로우 강연 시리즈 
Asan Global Fellows Lecture Series

아산정책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초청하여 시급한 국제정치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견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 쟁점에 관하여 혁신적 정책 해법과 선도적인 공공 담론을 제공 

하려 합니다.

28 29



아산 라운드테이블
Asan Roundtable

아산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석학, 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 및 국제정세 관련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외교사절단과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30



Ⅳ

미디어



미디어
Media 

YTN (최강)

MBC (박지영) ArirangTV (이재현)

TV조선 (차두현)

JTBC (장지향) KBS (고명현)

미디어
Media 

아산정책연구원은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외교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제공합 

니다. 국내외 주요 미디어의 요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리 연구원도 연구주제·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A37면 오피니언

2019년 7월 8일 월요일 31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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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출판물



이슈브리프는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국내외 이슈와 외교 현안을 시의성 있게 분석한 보고서로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가 국제 현안에 관한 날카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보, 핵문제, 외교관계,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법, 과학과 기술, 경제, 민주주의, 문화, 사회문제, 에너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프
Issue Briefs

아산정책연구원은 아산리포트 발간을 통하여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정책결정자, 일반인에게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리포트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간되며 안보, 외교 

정책, 지역 연구, 글로벌 거버넌스, 여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산리포트
Asan Reports

38 39



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 변화를 분석하는 온라인 영문 저널로 역내외 주요 

외교현안에 관한 동향을 포착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정세를 분석함으로써 독자에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Asan Forum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정책 이니셔티브, 국제 외교 현안을 정리하여 발간하는 

프로시딩즈는 정부부처 관료, 전문가, 일반 독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로시딩즈
Proceedings

 (온라인 영문저널)The Asan Forum

June 06, 2020

Democracies with Preexisting Conditions and the
Coronavirus in the Indo-Pacific

Aurel Croissant 

COVID-19, Democratic Backsliding, Free And Open Indo-Pacific, Varieties Of Democracy 

June 06, 2020

Australians of late have been shocked by the unravelling of US soft power globally and China’s 
offensive use of sharp power targeting their country. At issue is the prospect of a Free and Open

John Fitzgerald 

COVID-19, Free And Open Indo-Pacific, Sharp Power, Soft Power, The Quad, United Front 

Soft Power and Sharp Power: The View from Australia

June 06, 2020

As the US-China rivalry intensifies amid the COVID-19 crisis, more observers have opined that 
the “hedging” by smaller states—widely interpreted as a “middle position” between being fully 

Kuik Cheng-Chwee* 

"Belt And Road" Initiative, Balancing, Bandwagoning, COVID-19, Free And Open Indo-Pacific, Hedging...

Hedging in Post-Pandemic Asia: What, How, and Why?

Around the globe, democracy is ailing. In the past 15 years or so, an increasing number of 
democracies worldwide have suffered from gradual erosion and decay. According to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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