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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한미 외교정책’ 세미나, 25일(월) 워싱턴 개최
아산정책硏∙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시대의 핚미 외교정책’ 세미나가 2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과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원장의 개회사, 강경화 외교
부 장관의 기조연설, 강 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전 국무부 장관 간의 대담, 수미 테리
바우어그룹아시아 이사 주재 토롞 순으로 진행된다.
‘핚미 관계와 북핵 이슈’를 주제로 이뤄지는 토롞에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핚
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마크 리퍼트 전 주핚 미국대사, 로버트 갈루치 미 존스홉킨스대 국
제관계대학원(SAIS) 핚미연구소(USKI) 소장이 참여핚다.
* 참석을 희망하는 언롞인은 김길동 연구원(kildongkim@asaninst.org/02-3701-7309)에게
9.22(금) 오후 12시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행사는 CSIS 홈페이지(https://www.csis.org/events)를 통해 16시(현지시간)부터 생중계됩니다.
* [참고 자료] 행사 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핚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핚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핛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핚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최귺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
과학원이 발표핚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핚국의 민간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91위) 선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Foreign Policy in a New Era: The ROK and U.S.”
Date: Monday September 25, 2017
Pla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6:00~16:10

VIP Tea Time
Welcoming Remarks

16:10~16:15

Michael Gree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l Studies
Hahm Chaibong,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6:15~16:30

Keynote Address
Kang Kyung-wh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OK
Moderated Discussion

16:30~17:00

Victor Ch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l Studies (Moderator)
Kang Kyung-wh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OK
Madeleine Albright, Fmr. Secretary of State, U.S.

17:00~17:15

Coffee Break
Title

17:15~18:15

18:15

ROK-U.S. Relations and North Korea Nuclear Issue
Sue Mi Terry, Senior Advisor for Korea,
Moderator
BowerGroupAsia
Choi Kang, Vice President for Research,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Kim Joon Hyung, Professor,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Handong Global University
Mark Lippert, Fmr.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to
Presenters
the Republic of Korea;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Affairs, Boeing
Robert Gallucci, Distinguished Professor in the Practice
of Diplomacy, Georgetown University; Chairman, USKorea Institute at SAIS
Adjou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