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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중국포럼 2012 “China in Transition”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전환기의 중국 (China in Transition)”을 주제로 한국, 중국, 

미국 등 15개 국가, 250여 명의 중국정책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하는 아산중국포럼 2012 

(Asan China Forum 2012)를 12월 11일 (화) - 12월 12일 (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다 (*첨부한 주요참석자 명단 참조).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함께 G2로 일컬어질 만큼 국력이 급격히 신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성장이 가져오는 수많은 내부모순에 봉착한 가운데 최고지도층의 교체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현재의 전환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물

론 전세계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 경제 및 사회 정책은 후진타오 시대와 다를 것인가? 점점 더 몸집

을 불리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전력의 투사력 증강은 남중국해 지역 안보에 어떠

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중 G2의 새로운 힘의 체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아산중국포럼은 22개의 세션에서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한 국내외 최고 전문가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 전환기의 중국 (China in Transition) 

일시: 2012년 12월 11일 (화) ~ 2012년 12월 12일 (수) 

장소: 웨스틴 조선 호텔 (서울) 

취재문의 및 인터뷰 요청: 이민희 연구원 (minheepd@asaninst.org / 02-3701-7377) 

 

mailto:minheepd@asaninst.org


해외 주요 참석자 

 

Guy Sorman (프랑스 불로뉴 시의회 의장, 청와대 국제 자문위원, 前 파리대학교 경제학 

교수) 

 

David Shambaugh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중국 정책연구소 소장) 

 

Bonnie Glaser (미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아시아 선임자문위원) 

 

Kenneth Lieberthal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前 국가안보담당 특별 보좌

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선임의장, 前 미시간 대학교 교수) 

 

Douglas H. Paal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소장, 前 JP 모건 체이스 부회장, 前 국가안전보

장회의 (NSC) 위원, 前 대통령 특별보좌관) 

 

William Overholt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위원, 前 RAND연구소 아태 정책 연

구센터 소장) 

 

진찬롱 (金灿荣)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중국 국제관계학회 부회장, 중국 

개혁개방논단 (CRF) 상무이사) 

 

판정창 (潘振强）(중국개혁개방논단 (CRF) 선임자문위원, 前 중국인민해방군 소장) 

 

스인홍 (时殷弘）(중국 인민대학교 미국연구소장, 중국 국무원 참사관) 

 

주펑（朱锋）(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및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소장) 

 

텅젠췬 (滕建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군비규제센터 소장, 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령, 

군비규제·군비축소·핵확산방지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