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IZATION & PEOPLE
연구소 조직과 운영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연구센터장, 석좌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총 90명의 규모로 제2정경관에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석학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연구소 설립 준비위원회

STRATEGY

김균 / 경제학과 교수

이종화 / 경제학과 교수

1986년 Duke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 후,
경제사 및 경제학사 분야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국 Cambridge 대학에서 Visiting fellow를 역임한 바
있으며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등 다양한 학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1992년 Harvard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 취득 후,
거시경제학, 금융, 경제성장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Harvard University와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초빙 교수 등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IMF의 이코노미스트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두래 / 행정학과 교수

정재관 /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5년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후,
정책과정, 정부제도, 행정부와 의회 관계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ast Carolina 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행정학회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경대학 Politics,
Economics and Law 융합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2008년 Cornell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
하고 2010년까지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정치
학과 교수를 역임한 후, 2011년부터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연구 분야는 반란과 내전, 사회운동, 정당,
남북관계 등이며, 현재 정당론, 내전연구, 갈등의 정치
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Social Scie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at Korea University

사회과학 정책연구소는 미션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와 밀접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거버넌스 연구센터, 지속가능개발 연구센터, 미래전략 연구센터 등
총 4개의 센터를 산하에 수립하여 출발할 것이다.
각 센터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4개 학과 교수들의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교내 다른 학문 분야
연구자들과 국내외 고위급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관련 분야 해외 석학들이 초빙교수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운영할 것이다. 각 센터는 또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할

최상옥 / 행정학과 교수

1988년 Harvard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후,
비교정치이론, 거버넌스 연구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Harvard University
케네디 스쿨과 웨더헤드국제관계연구소 방문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대통령실 외교
안보수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국립외교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2005년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 학위
취득 후,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및 Virginia Tech에서
조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인사, 조직/제도, 공공/비영리
관리 네트워크, 재난 및 위기관리, 연결망분석 등이며, 인사
행정, 조직행태론, 네트워크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송주원 / 통계학과 교수

허명회 / 통계학과 교수

1999년 UCLA에서 통계학박사 취득 후, 결측자료 분석,
다변량자료분석, 경시적 자료분석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UCLA의 연구 조교수와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4년 Stanford University에서 통계학박사 학위 취득 후,
탐색적 데이터분석, 데이터 시각화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분류학회(현 한국통계학회 분류연구회)
회장, 한국통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수 있는 정책적 주제 개발에 기여하는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융합적 사회과학 연구와
실천적 정책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각 센터에서 운영할 해외 석학 세미나와
글로벌 포럼 그리고 해외 연구소와의 다양한 인턴십 교류는 학생들에게 세계화된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고려대학교 사회과학 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할 것이다.
이러한 각 센터의 활동을 통해 상시적으로 출판될 정책 보고서와 논문 및 단행본 그리고 차세대
공공영역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정책교육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와
교육의 공적 영향력 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만종 / 경제학과 교수
2005년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화폐이론 및 거시경제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행의 국제국, 정책기획국
등에서 10여 년간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경희
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회과학 정책연구소

MISSION & GOALS

전략
김병국 / 정치외교학과 교수

SSPRI SPREADS AROUND
THE WORLD

미션&목표

고려대학교 사회과학 정책연구소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과학 학제 간 융합연구와 학문 후속세대 및 차세대
공공영역 리더의 양성을 미션으로 한다. 사회과학 정책연구소의 목표는
따라서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 정책연구소

1.

시대를 앞서가는 차별화된 연구 아젠다를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도전에

Social Scie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at Korea University

2.

사회과학의 순수 학술적 연구와 실용적 정책 연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정계,

3.

사회과학 연구의 사회적 공공성과 영향을 극대화하여 고려대학교와 정경대학의 질적

4.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융합적 사회과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 아래 배움을 실천에

대한 분석과 대안 개발을 목표로 한다.

관계, 재계, 국제사회 정책결정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생산한다.

도약과 발전에 기여한다.

옮기며 한국을 넘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센터 Center for Big Data Analytics

지속가능개발 연구센터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거버넌스 연구센터 Governance Research Center

미래전략 연구센터 Center for Future Strategies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 및 사회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저장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방대한 자료를

최근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크다. 중국경제의 급부상, 글로벌

지식 정보화·다원화·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 거버넌스의 분석과 설계는 복잡하게 얽힌 개인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복합재난, 국가 안보 및 테러 위협, 한반도 평화와 통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과학 정책연구소 빅데이터 분석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커지고 대내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확대, 사회갈등 심화 등은

조직 그리고 사회와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등 당면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미래전략 수립과 정책을 개발하는 글로벌 Think-Tank가 필요

센터는 한국 최고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를 진행해 온 정경대학을 주축으로 설립되어 정치·경제·사회 및 정책적 관점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편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단기간에 달성한

기존 연구가 거버넌스 일반론에 대한 논의와 검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사회과학 정책연구소 거버넌스

하다. 미래전략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사회과학 정책연구소가 이러한 글로벌 Think-Tank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에서 빅데이터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책방향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제고되면서 개발경험의 공유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연구센터는 한국형 정치·경제·행정·사회의 거버넌스 모형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거버넌스 이론의 맥락성(Contextuality)

있도록 국내외 미래전략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폭넓은 정보 교류와 구체적 과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센터는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꾸준히  확충해 나갈 수

을 담보함과 동시에 실제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한국형 국가·사회공동체 거버넌스 구현에 기여

수행하고자 한다.

있는 지속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고자 한다.

정경대학이 갖추고 있는 최적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과학 분야 빅데이터 자료의

단기간에 고도의 압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부문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맥락을 통하여 도출된 거버넌스 이론과 정책을 글로벌 시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의 리더십과

효율적 축적 및 분석방법 그리고 활용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문화, 거버넌스 제도와 운영에 관한 이론과 실제 거버넌스 이슈들에 대한 정책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모색하기 위해서 지속가능개발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빅데이터 정치행동 연구 프로그램

사회과학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저성장양극화 연구 프로그램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정치 이슈에 관한 정보가 빠른

실시간으로 모인 사회과학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저성장 패턴에 대비한 대응전략과 핵심과제를 모색하고 소득 격차

시간에 전달되며 정치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나 기업뿐 아니라 개인 연구자도 빅데이터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는

확대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새로운 성장 패러

고전적 선거 여론 조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 및 정치 행동

것이 가능하게 하여 사회과학 빅데이터 분석의 활성화에 초석이 되고자

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경제는 소득 불평등 확대, 대기업과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소셜미디어 및 웹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한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빅데이터

중소기업 간 비대칭적 성장,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등 고용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여론 및 정치 행동에 관한 이해 및 적절한 정치적

자료의 분석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리드

불안정성 확대 등이 서로 중층적으로 얽히면서 추격 경제의 한계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한다.

노정시키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
하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와 소득 불균형

빅데이터 경제 예측 연구 프로그램

사회과학 빅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스마트 기기를 통한 경제 활동이

현재 빅데이터 관련 연구는 방대한 용량의 자료를 간단히 요약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으므로 빅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 변동 상황을 동적으로 파악한다면 국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대에

상태이다. 사회과학 빅데이터에 특화된 분석기법에 대한 학술적

단기간에 놀라운 압축성장의 성과를 달성한 한국경제의 경험을

맞는 동적 경제 예측이 가능하도록 돕고 축적된 분석 결과를 저비용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 빅데이터의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교육 및

저소득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잡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컨설팅을 통해 널리 이용되도록 한다.

한국형 경제성장 모형을 연구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로 인한 사회 갈등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소셜미디어와 웹 정보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온·오프라인 그룹 행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풍부한 실시간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면

등 한국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긴요하다. 제반
분야들 간 협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속가능 개발 패러
다임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개발된 패러다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사회 전체가
형평성과 효율성 간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과 창조 연구 프로그램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선진국 기술의 모방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지식의 발전을 통하여 가능하다.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

한국형 경제성장모형 연구 프로그램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 속에서 보다 강화된 한국경제의 위상을 확실히

빅데이터 정책 결정 연구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이에 근거한 정치·경제·문화·환경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상생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개발 패러다임 연구 프로그램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국민의 만족도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의 패러다임에

정책 결정과 연관된 빅데이터 정보를 파악, 분석하여 국가 발전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만을 유발할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된 대내외

올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국 경제가 창의력 있는 기업가, 기술 인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전략 연구센터는 당면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한국형 거버넌스 리더십·문화 연구 프로그램

글로벌 거버넌스 정책 연구 프로그램

저출산·고령화 연구 프로그램

미래 복합 재난·환경 연구 프로그램

복잡하고 다원화된 스마트네트워크 시대에 개인·조직·사회·국가의

더욱 복잡하게 다원화되고 있는 국제관계 및 국제개발협력에 유효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재정 부담 가중과 국가경쟁력 약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 특수화로 미래

리더십과 관리 문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

거버넌스 구조와 내용에 대한 이론 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국제협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정 분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본전략과 재난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위한 유인책을 연구 개발하며,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국가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 등에 대한 이슈들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한국형 정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분석과 글로벌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관계 대응전략을 연구한다.

협력적 거버넌스 리더십 등을 연구한다.

심층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추구할 것이다.

국가안보·테러리즘 연구 프로그램

남북관계 연구 프로그램

한국형 거버넌스 운영·제도 연구 프로그램

로컬 거버넌스 정책 연구 프로그램

21세기 신냉전 질서가 여전히 국제정치의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비한 국가 기본전략과 북한 정치·경제·행

21세기 국가사회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치, 경제, 행정,

국가·중앙 중심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지방 중심의

변화된 신 안보위협과 그 대응으로서 테러리즘, 정보전쟁과 심리적

정·사회 분야와 법·제도를 연구하고, 북한의 대내외 경제상태,

교육, 복지, 종교 등 사회 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 및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개발과 지역 현실에 맞는 로컬 거버넌스

등의 비전통 안보, 인간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핵 전략과 대북 억제력 및 긴급사태 대책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운영에 참여하는 선진화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제도를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밀착형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로컬

또한 최근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안보 위협과 종교 갈등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기본전략은 물론 북한정권의 지속

선진화된 국가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시장

정치·경제·행정·사회 운영 모형 개발과 현실 적용을 위한 정책

기초한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안보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 이슈에 대한 세부 과제를 연구한다.

경제제도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정치·경제·행정·사회 제도를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공가치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위협 및 테러에 대비한 국제사회 연계 글로벌 안보 협력체계 전략과

연구한다.

세부 실천 과제를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