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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2013 년 4 월 10 일 동

연구원에서 중동연구센터 주관으로 ‘아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Do Sanctions Work? The Iran Sanctions Regim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대이란 제재가 이란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란 이슬람 아자드 시라즈 대학교

(Islamic Azad Shiraz University) 압바스 아미니파르드(Abbas Aminifard) 부교수

를 비롯하여,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인남식 부교수, 아산정

책연구원 장지향중동연구센터장 등의 최고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뜨거운 감자

로 부상한한반도문제를 분석한다.

* 회의는 영어로 진행될 계획이며, 영한 동시통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급변하는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촌 정세에 대응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목표로 2008 년 2 월 

설립되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에 역량을 집중, 한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 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 위를 차지하였다. 

아산정책硏, '아산 라운드테이블' 4월 10일 개최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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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아산 라운드테이블] 개요 

1. 주   최 :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

2. 주    제 : 「 국제사회 제재 조치의 효과와 한계, 

이란 제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3. 일    시 : 2013년 4월 10(수), 15:00 – 18:15 

4. 장    소 : 아산정책연구원(서울 신문로 소재) 2층 회의실 

5. 프로그램 개요

 15:00 – 15:15 환영사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 아산정책연구원)

 15:15 – 16:30 세션 1

-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능 (“The Efficacy of Sanctions on Iran and 

North Korea”) 

 16:45 – 18:00 세션 2

- 국제사회 제재 조치와 한국-이란 관계 (“Sanctions and Korea-Iran 

Relations”) 

 18:00 – 18:15 폐회사



참고 자료 2 

주요 참석 인사 목록 

 Abbas Aminifard 부교수 (이란 Islamic Azad Shiraz University)

 고명현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사회정보관리연구센터)

 문덕호 국장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박현도 책임연구원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인남식 부교수 (국립외교원 유럽 · 아프리카연구부)

 장지향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

 한인택 연구위원 (제주평화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