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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네이버 문화재단 ‘열린 연단:문화의 안과 밖’
‘문명 충돌과 다문화’ 주제 강연 진행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원장은 오는 31일(토) 오후 2시 한남동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열리는 네이버 문화재단의 인문학 강연 시리즈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에서 ‘문명 충돌
과 다문화’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함 원장은 ‘문명충돌론은 오늘날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간, 민족 간, 종교 간 갈
등을 분석하는데 과연 유용한 틀인가?’ ‘다문화주의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가 겪고 있는 문
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문명충돌론과 다문화
주의가 전제하는 문화결정론, 문화본질론을 비판하면서 이 두 이론이 오늘의 국내, 국제정
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강연 영상과 강연 원고 전문은 열린연단 홈페이지(http://openlectures.naver.com)를 통해 볼
수 있다.

*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은 석학들이 직접 주도하는 문화과학 강연 프로젝트로, 김우창
명예교수를 비롯해 유종호 전 연세대 석좌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이승환 고려대 교수,
김상환 서울대 교수, 문광훈 충북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 7명의 운영위원이 강연
기획부터 강사 섭외, 강연 진행까지 프로젝트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 [첨부자료] 함재봉 원장 프로필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
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한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
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
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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