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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일러 등 한반도 통일에 관련된 주요 4대국의 정책 연구 공동체 

네트워크를 “공개된” 자료 및 연락처에 기초하여 기관, 인물별로 

정리하였다.

2.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현장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연구자용으로 집필하였다.

3.   본 핸드북은 2018년 통일연구원 발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별책이다.

4.   외국 인물명은 한국 언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한글발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5.   중국 및 일본의 인물은 성, 이름순으로 명기하였다.  

예) 션딩리(沈丁立)

6.   미국 및 러시아 인물명은 성, 이름순으로 명기하였다.  

예) 문, 캐서린(Moon, Katherine H.S.)

7.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및 인물 색인을 실었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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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

주요기관1

1  싱크탱크(Think Tank)

①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기금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

- 상당히 진보적, 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화 유지와 관련한 연구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입장과 이념적 시각이 매우 다양 

- https://carnegieendowment.org/ 

-   1779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2103

- (+1) 202-483-7600 

- 주요 연구자: 스웨인, 마이클(Swaine, Michael)

②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 일반적으로 중도보수에 가까운 정책제안

-   정책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량적 방법론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이론 및 정책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https://www.rand.org/ 

- 주요 연구자: 베넷, 브루스(Bennett, Bruc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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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

-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학, 도시공학, 거버넌스, 글로벌 개발

- 보수적이라는 평가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음.

-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소속 연구원 대부분이 

보수적인 입장

- https://www.brookings.edu/

-   The Brookings Institution 1775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 (+1) 202-797-6000 

-   주요 연구자: 리비어, 에반스(Revere, Evans J. R.), 문, 

캐서린(Moon, Katherine H. S.), 박, 정(Pak, Jung H.)   

④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 국방, 외교, 경제, 에너지, 인권 등 다양한 분야 연구

- 중도적 입장에서 분석, 정책적 제안

- 일본과 중국 연구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

- https://www.cfr.org/ 

- 58 East 68th St. New York, NY 10065

- (+1) 212-434-9400/ (+1) 212-434-9800

- 주요 연구자: 스나이더, 스캇(Snyder, Scott) 

⑤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지난 7년간 싱크탱크 인덱스 1위를 차지한 연구소. 주로 국방 및 

안보문제 연구 

-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대부분 중도 보수적 시각에서 연구.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에 대해 ‘최대 압박’ 및 제재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



Ⅰ

11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    Ⅰ. 미국10

- https://www.csis.org/

- 1616 Rhode Island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 (+1) 202-887-0200

- 주요 연구자: 차, 빅터(Cha, Victor) 

⑥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 

- 자유지상주의 시각에서 미국 내 공공정책에 관해 연구

-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취해야할 입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제시 

-   다른 싱크탱크에 비해 동북아 문제에 대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평가

- https://www.cato.org/

- 100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1-5403

- (+1) 202-842-0200

- 주요 연구자: 밴도우, 더그(Bandow, Doug)

⑦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고 이해하는 싱크탱크로 

인식되고 있음.

- 보수적 방향의 정책을 제안 

-   대북정책 및 동북아 정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제안

- https://www.heritage.org/

-   The Heritage Foundation 214 Massachusetts Ave NE 

Washington DC 20002-4999 

- (+1) 202-546-4400

- 주요 연구자: 클링너, 브루스(Klingner, Br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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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①   스탠포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Stanford University,  

Walter H. Shorenstein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미국-아시아 안보, 비교보건정책 

등 6개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 운영

- 전통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현안 연구 진행

-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안을 정리한 연간보고서 매년 발간

- https://aparc.fsi.stanford.edu/

-   Encina Hall, 616 Serra St. E301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94305-6055

- (+1) 650-723-9741

② 의회

-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

-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입법과 예산안 결정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

- https://www.congress.gov/

-   미 상원 외교위원회 http://www.foreign.senate.gov 

423 Dirksen Senat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0-

6225 

(+1) 202-224-4651 

- 미 하원 외교위원회 http://foreignaffairs.house.gov

2170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

(+1) 202-22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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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Harvard University,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국제안보 및 과학, 기술, 환경 현안 등의 현안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이끌고, 또한 이 영역에서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

- https://www.belfercenter.org/ 

- 79 John F. Kennedy St. Cambridge, MA 02138

- (+1) 617-495-1400

주요 전문가2

1  강, 데이빗(Kang, David)

-    남가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 소장 역임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정치학 박사, 아시아 국제관계 전반, 

경제발전, 안보관계 및 현재 국제관계의 역사적 배경 연구

-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AHN 100

-    kangdc@usc.edu 

-    (+1) 213-740-4059

2  김, 두연(Kim, Duyeon) 

-    신미안보연구소 외래 선임연구원

-    조지타운대학교 석사, 한반도 문제, 핵비확산, 군비통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미국 핵정책 및 안보정책 연구

-    cstevens@cn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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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란드, 마커스(Noland, Marcus)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부회장이자 연구소장

-    존스홉킨스대학 박사, 북한경제 전문가, 한반도 통일문제 및 

경제제재 연구 

-    북한의 시장화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    mnoland@piie.com

4  덴마크, 에이브라함(Denmark, Abraham)

-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소장

-    덴버(Denver) 대학 조세프 콜벨(Josef Korbel) 국제학부 

국제안보학 석사, 아태지역 안보 및 미국 국가안보전략 연구

-    미국은 정확한 북한 핵리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 양보조치를 

취하지 말아야한다고 제안

-    abraham.denmark@wilsoncenter.org  

-    (+1) 202-691-4280 

(Assistant: Ryan McKenna, Ryan.mckenna@wilsoncenter.org 

(+1) 202-691-4217)

5  리비어, 에반스(Revere, Evans J. R.) 

-    브루킹스연구소 외래 선임연구원이자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으로 역임 중

-    프린스턴대학교 동아시아학 학사, 중국어, 한국어, 일어에 능통

-    주한미국대사관 부차관보으로 재직하며 북한과의 협상에 다수 

참여한 바 있음,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    (+1) 202-797-6055 (Center Assistant Director)  

(+1) 202-797-6103 (Foreign Polic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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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 캐서린(Moon, Katherine H. S.) 

-    브루킹스연구소 외래 선임연구원이자 웰슬리대학 아시아학과 및 

정치학과 교수

-    프린스턴대학 박사,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연구 

-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정인 입장

-    (+1) 202-238-3163 (Research Assistant) 

(+1) 202-797-6103 (Foreign Policy Program) 

7  박, 정(Pak, Jung H.)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학 SK-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석좌연구직(코리아 체어) 이자 선임연구원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북한체제 및 북한의 대내외정책, 북한 내부 

안정성,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1) 202-238-3163 (Research Assistant) 

8  박, 존(Park, John)

-    한국 프로젝트 소장이자, 하바드 케네디스쿨 외래 강사

-    “ 원자관리 프로젝트” 제하의 북한 핵문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 한반도 안보, 북한 제재, 핵비확산 문제

-    79 John F. Kennedy St. Belfer Bldg L-2B

-    (+1) 617-496-0015 (Assistant: Veronica Chapman)  

(+1) 617-495-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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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밴도우, 더그(Bandow, Doug)

-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저널 <Inquiry>의 편집장으로 활동 중  

-    스탠포드 공동학위과정(Joint Degrees), 북한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비핵화, 동북아 안보질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    한국의 대북접근방식에 우호적, 동아시아 미군 주둔에 부정적인 

입장

-    dbandow@cato.org

-    (+1) 202-789-5200 

10  베넷, 브루스(Bennett, Bruce W.)

-    랜드연구소 국제관계 및 안보 분야 선임연구원 

-    랜드대학원 정책학 박사, 동북아 지역, 한반도 안보문제 전문가

-    정책 이념적 정향은 보수

-    Bruce_Bennett@rand.org

-    (+1) 310-393-0411, 6671

11  베이커, 칼(Baker, Carl W.)

-    CSIS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 소장, CSCAP 멤버로 역임 중

-    오클라호마 공공행정 석사, 다자안보건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핵안보연구

-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한다는 입장

-    carl@pacforum.org

-    (+1) 808-521-6745 (Executive Assistant: Georgette Almeida) 

(+1) 808- 521-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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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시, 리차드(Bush, Richard C.) 

-    브루킹스연구소 대만연구소장이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    컬럼비아 정치학 석박사, 주로 중국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시각을 겸비한 미국의 대외정책 

제안

-   (+1) 202-238-3185 (Research Assistant) 

(+1) 202-797-6103 (Foreign Policy Program) 

13  스나이더, 스캇(Snyder, Scott) 

-    외교협회 한미정책 프로그램 소장이자 한국학 선임연구원  

재직 중

-    하버드대학 동아시아프로그램 석사

-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국면을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한미 간의 신뢰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ssnyder@cfr.org

- (+1) 202-509-8481

14  스웨인, 마이클(Swaine, Michael)

-    카네기기금 선임연구원 

-    하버드대학 정부학 박사, 주로 중국 안보정책 연구

-    미국 정부에 대한 자문활동, 중국과 안보관련 다수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 mswaine@ceip.org

- (+1) 202-939-2368



Ⅰ

17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    Ⅰ. 미국16

15  스코벨, 앤드류(Scobell, Andrew)

-    랜드연구소 정치학 선임연구원

-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중국 국방정책과 동북아 및 중동 

정책 연구

-    북한 비핵화와 현재의 북미 협상과정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

-    Andrew_Scobell@rand.org

- (+1) 703-413-1100, 5883

16  아인혼, 로버트(Einhorn, Robert)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프린스턴 공공정책 및 국제관계 석사, 군비통제, 이란, 북한, 

핵비확산 연구

-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정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   

- (+1) 202-238-3145 (Research Assistant) 

17  여, 앤드류(Yeo, Andrew)

-    미국 카톨릭 대학 정치학과 부교수

-    코넬 정치학 박사, 국제관계이론,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시아 

안보, 미군의 해외기지전략, 한국 국내정치, 북한 정치 연구 등 

연구

-    418 Law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620 

Michigan Ave. Washington, D.C. 20064

-    yeo@cua.edu

- (+1) 202-319-6223



Ⅰ

19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    Ⅰ. 미국18

18  에버슈타트, 니콜라스(Eberstadt. Nicholas) 

-    미국 기업연구소 정치경제학 소장

-    하버드 정치경제학 박사,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문제, 경제발전 

연구

-    북한과의 협상은 언제나 제로섬 게임으로, 구체적인 협상전략 

강조

-   (+1) 202-862-5825 (Assistant: Cecilia Joy Perez) 

(+1) 202-862-7190

19  야누치, 프랭크(Jannuzzi, Frank)

-    맨스필드재단 회장

-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공공정책학 석사,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북한인권문제 등 한반도 문제 연구

-    단계적 비핵화, 비핵화 로드맵 구축 우호적 입장

20  잭슨, 밴(Jackson, Van)

-    윌슨센터 글로벌 펠로우이자 웰링턴 빅토리아대학 교수

-    미국 대외정책, 아태안보 현황, 북한 군사안보정책 연구

-    Van.Jackson@wilsoncenter.org 

-    (+1) 202-691-4000 (Assistant: Ryan McKenna, 

Ryan.mckenna@wilsoncenter.org, (+1) 202-69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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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 빅터(Cha, Victor) 

-    CSIS 선임 고문이자 한국학 체어, 조지타운대학교 정부학 교수

-    컬럼비아 정치학 박사,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 남북관계, 통일 연구 

-    남북 간의 발전 속도가 북미 간 협상 속도와 맞춰져야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

-    vcha@csis.org

-    (+1) 202-775-3112 

22  코사, 랄프(Cossa, Ralph)

-    CSIS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 회장,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미중관계 국가위원회 이사

-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현안

-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

-    ralph@pacforum.org

-    (+1) 808-521-6745 

23  크로닉, 매튜(Kroenig, Matthew) 

-    조지타운대학교 정부학 부교수이자 아틀란틱카운슬의 전략 및 

안보연구소 부소장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정치학 박사, 미국 안보 및 

대외정책연구

-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전략경쟁, 전략적 억지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 중, 북한 비핵화 

협상에 회의적

-    press@atlanticcouncil.org

-    (+1) 202-778-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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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크로닌, 패트릭(Cronin, Patrick)

-    신미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    아시아 태평양 안보, 미국 국방, 대외정책, 개발정책 연구 

-    한국정부의 협상국면 유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북한이 

여전히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cstevens@cnas.org

25  클링너, 브루스(Klingner, Bruce)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국방대학 석사 및 National Intelligence College 전락정보학 

석사, 북한, 남북관계, 군비통제, 미사일방어 등 한반도 안보현안 

연구  

-    주로 보수적인 안보정책 제안, 남북 간의 경협에 조심스런 입장 

26  테리, 수미(Terry, Sue Mi) 

-    CSIS 선임 연구원

-    터프츠(Tuft) 대학의 플레처(Fletcher)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CIA 한국 현안 선임분석가로 재직(2001~2008), 조지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한국, 일본, 대양현안 

담당관(2008~2009),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담당 

부서기관(2009~2010)으로 재직

-    sterry@csis.org

-    (+1) 202-77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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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폴락, 조나단(Pollack, Jonathan)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과학아카데미 상임위원, 

미중관계 국가위원회 및 IISS, CFR 일원으로 역임 중

-    미시건 대학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연구

-    (+1) 202-797-6103 (Foreign Policy Program) 

28  해거드, 스티븐(Haggard, Stephen) 

-    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정치학과 교수,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대학의 한국태평양 프로그램 소장, <Global Asia> 편집자로 역임

-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정치학 박사,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연구

-    대북제재, 대북원조 및 경제개혁, 체제전환 연구

-    RBC #1425 9500 Gilman Dr. #0519 La Jolla , California 

-    shaggard@ucsd.edu

-    (+1) 858-534-5781/ 9209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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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주요기관1

1  싱크탱크(Think Tank)

① 랴오닝성 사회과학원(辽宁省社会科学院) 

-    북한과 접경 지역인 중국의 동북 3성에 속해 있는 종합 연구기관 

-    한반도 통일 관련 주요 네트워크 협력 대상, 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자문 역할

-    http://www.lass.net.cn

-    辽宁省沈阳市皇姑区泰山路86号 110031 

-    lassorg@163.com

-    (+86) 24-8680-6061 

-    주요 연구자: 뤼차오(呂超), 진저(金哲)

② 베이징대학 국제전략연구원(北京大学国际战略研究院)

-    세계정치, 국제안보, 국가 전략 등 영역의 학술정책 연구소

-    http://www.iiss.pku.edu.cn

-    North Pavilion, Peking University, No.5 Yiheyuan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100871

-    IISS@pku.edu.cn 

-    (+86) 10-6275-6376

-    주요 연구자: 왕이저우(王逸舟), 쟈칭궈(贾庆国), 쟝사오밍(张小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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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北京大学韩国学研究中心)

-    한국학 종합 학술기구 

-    한국역사, 문화, 정치, 경제와 언어, 문학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    http://www.baike.baidu.com

-    주요 연구자: 진징이(金景一), 리팅팅(李婷婷)

④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上海国际问题研究院)

-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경제, 외교, 안보

-    주로 상하이 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 있는 자문

-    http://www.siis.org.cn

-    Shanghai Xuhui District, Tianlin Road 195 Lane No. 15, No. 

P.C.: 200233

-    주요 연구자: 공커위(龚克瑜), 양제민(杨洁勉) 

⑤ 상하이 푸단대 한국학연구센터(上海复旦大学韩国朝鲜研究中心)

-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국제관계, 한국독립운동 및 근대 한중관계 연구

-    www.iis.fudan.edu.cn

-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 版权所有 上海市国权路680号

-    (+86) 21-5566-4940

-    주요 연구자: 정지용(郑继永), 스웬화(石源華), 팡시우위(方秀玉) 

차이젠(蔡建)

 ⑥ 엔벤대 한반도연구센터(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

-    그 어떤 중국내 연구기관보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이해

-    정례적으로 한국 및 북한과의 학술회의, 포럼 등 국제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학술 활동을 전개

-    http://cnsk.ybu.edu.cn 

http://www.ybuikps.com

-    吉林省延吉市公园路977号 延边大学 朝鲜半岛研究院

-    ikps@ybu.edu.cn

-    (+86) 433-38-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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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국개혁개방논단(中国改革开放论坛)

-    중국 공산당의 간부 훈련기관인 중앙당교 산하의 연구기관

-    국가전략부터 중국 개혁개방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정책제안

-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에 대한 연구, 홍보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파급력이 큼.

-    http://www.crf.org.cn/en/index.asp

-    Xiaobeiyuan, Dayouzhuang No.100, Haidian District, Beijing    

-    (+86) 10-6280-5760

-    주요 연구자: 한반도 평화연구센터의 주임 위메이화(于美华)

⑧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国国际问题研究院) 

-    중국외교부 산하 전문 연구기관

-    주로 국제정치와 세계경제 분야의 전략연구를 수행하면서 

외교부에 직접적인 정책 건의 및 자문을 제공

-    대표적인 한반도 관련 연구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중국> 프로그램

-    http://www.ciis.org.cn

-    北京市东城区台基厂头条3号

-    주요 연구자: 위샤오화, 양시위, 루안종저(院宗泽) 

⑨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글로벌 전략연구원 

(中国社会科学院 亚太与全球战略研究）

-    중국 사회과학연구의 최고 학술기구이자 종합 연구센터

-    82종의 학술잡지 발간, 중국인문·사회과학연구의 최신 성과와 

학술 정보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 

-    http://niis.cssn.cn

-    北京市东城区张自忠路3号东院

-    (+86) 10-6406-3922

-    주요 연구자: 장인링(张蕴岭), 동샹롱(董向荣), 진잉지(金英姬), 

퍄오광지(朴光姬), 왕샤오링(王曉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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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

-    국제문제 전문 연구기관

-    중국의 안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긴밀한 연계 관계를 맺고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 참여

-    www.cicir.ac.cn

-    A-2 Wanshousi, Haidian, Beijing 100081     

-    (+86) 10-6841-8640 

-    주요 연구자: 리쥔(李军), 지즈예(季志业), 

푸멍즈(博梦孜)，핑중핑(冯仲平)，위엔펑(袁鹏)

⑪ 지린대 동북아연구원(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

-    국가급 연구기지

-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동쪽 라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의 접목 과정에서 정책 연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

-    nasa.jlu.edu.cn

-    吉林省长春市前进大街2699号东荣大厦 

-    주요 연구자: 장후이즈(张慧智) 

⑫ 지린성 사회과학원(吉林省社会科学院)

-    중국공산당 지린성 성위원회 직속기관으로 

-    철학, 사회과학 관련 종합 연구기관

-    www.jlass.org.cn

-    吉林省长春市自由大路5399号

-    jlskw5@126.com

-    주요 연구자: 진메이화(金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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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

-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 네트워크

-    www.imir.tsinghua.edu.cn

-    Room 304, Mingzhai Building, Tsinghua University   

-    imir@mail.tsinghua.edu.cn

-    (+86) 10-6279-8183

-    주요 연구자: 옌쉐퉁(閻學通), 추수롱(楚樹龍)

⑭ 판구연구소(盘古智库)

-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 최근 상위권에 링크됨.

-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지식 프로젝트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

-    http://www.pangoal.cn

-    China Haidian District, Beijing, No. 53 Nord Xin Dorf, 

Xiangshan College-Pangu

-    (+86) 10-8259-7716

-    주요 연구자: 리난, 왕쥔성

⑮ 헤이롱장성 사회과학원(黑龙江省社会科学院)

-    한반도 통일 관련 주요 네트워크 협력 대상

-    성 내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높은 종합 연구기관,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 협력에 주로 관심

-    www.hljsk.gov.cn 

-    黑龙江省哈尔滨市南岗区花园街294号

-    (+86) 0451-8280-8217

-    주요 연구자: 단즈강(笪志刚), 진메이즈(金美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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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① 인민일보(人民日報)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파급력이 큰 매체

-    http://www.people.com.cn

-    No.2 Jintai Xilu,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733, People’s 

Republic of China

-    en@people.cn

② 중국국제우호연락회(中国国际友好联络会)

-    중국 공공외교의 선봉에 있는 기관

-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들이 주도

-    www.caifc.org.cn

-    D5 Building, Jianxiang Mountain villa, No. 1A, Huayanbeili, 

Dewaidajie, Chaoyang District, Beijing

-    (+86) 10-6236-6878

-    주요 연구자: 리자오싱(李肇星), 천위안(陈元)

③ 중국인민외교학회(中国人民外交学会)

-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전문 공공외교 기관

-    www.cpifa.org 

-    北京市东城区南池子大街71号

- (+86) 10-6513-1830 

-    주요 연구자: 우하이롱(吴海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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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한우호협회(中韩友好协会)

-    한국과 중국의 각계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창구역할, 중국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    중국의 각 성과 도시들이 한국의 지역 자치 단체와 자매결연을 

희망할 경우 제반 업무를 적극 지원

-    www.china-korea.org

-    (+86) 10-6512-1423, 6525-7817 

 

⑤ 차아얼학회(察哈尔学会)

-    중국정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싱크탱크를 표방

-    중앙정부의 외교정책에 정책건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 

-    www.charhar.org.cn  

-    (Beijing Headquarters) Shiyuan Garden, Jia No.1, Changle 

Village, Shangzhuan Town, Haidian District, Beijing 100094

-    (+86) 10-6829-0431

-    주요 연구자: 한방밍(韩方明)

⑥ 환구시보(环球时报)

-    글로벌 매체로서 발행 부수가 하루 평균 200만 부가 넘을 

정도의 파급력

-    한국이나 북한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중국 내 

어떤 매체보다 한반도 관련 기사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    http://www.huanqiu.com.



Ⅱ

31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    Ⅱ. 중국30

주요 전문가2

1  공커위(龚克瑜)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동 연구원의 북핵, 한반도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학자 

-    상하이 사회과학원 박사, 국제정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 

-    gongkeyu1@hotmail.com 

2  동샹롱(董向荣)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원 정치실 주임

-    서울대 박사,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한족 출신의 여성학자,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및 프로젝트에 관여

-    dongxr@cass.org.cn

-    (+86) 10-6402-4625

3  루안종저(阮宗择)

-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 부원장 겸 부당서기 

-    중국인민대학과 외교학원에서 박사학위 

-    외교부 공공외교 자문위원회 위원, 중국 CCTV의 특별고문

-    ruanzongze@ciis.org.cn

4  뤼차오(呂超)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소장이자, 연구원 

-    중국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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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공정 문제, 동북 3성 발전 전략인 동북 진흥과 북한과의 연계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관여 

5  리난(李枏)

-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판구연구소 

-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박사 

-    주로 미국 및 외교전략 연구,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분석

6  리자청(李家成)

-    랴오동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전문가, 국제안보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분석

-    http://www.renren.com/profile.do?id=38966

-    http://blog.sina.com.cn/qianlongzaiyun 

-    辽宁省沈阳市沈北新区道义南大街58号 辽宁大学国际关系学院 

132信箱

-    lijiacheng369@126.com

-    (+86) 24-6260-2470

7  리쥔(李軍)

-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

-    중국 주요 국책연구원의 한반도 연구 업무의 실질적 수장 역할을 

수행

-    북한의 정치, 사회 발전상 등 북한 내부 문제에 조예가 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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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하이펑(滿海峰) 

-    랴오동 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이자, 교수

-    북한 관련 정보가 많고, 북중무역 및 북중 접경 개발 프로젝트 

관련 각종 자문을 수행, 특히 한국기업들과 교류가 많음.

9  먼홍화(门洪华)

-    상하이 통지대 중국전략연구원 원장

-    중국 국제정치 학술계에서 주요한 실무 역할을 담당

10  션딩리(沈丁立)

-    푸단대 교수

-    푸단대 박사학위

-    물리학자 출신으로 군축 및 핵 문제를 연구, 중국의 외교 및 안보 

전략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자주 연구

-    dlshen@fudan.ac.cn 

11  수하오(苏浩)

-    중국외교학원 교수. 외교학원 전략과 충돌관리센터 주임, 

한중지식네트워크 중국 측 대표 

-    베이징사범대 외교학원 박사

-    외교학원의 대표 국제문제 전문가로 명성

-    suhao@public.bta.net.cn

-    (+86) 10-8175-4775(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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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웬화(石源華)

-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 한국연구센터 주임 

-    저명한 한반도 역사학자, 대표저작으로 <냉전이후의 

한반도문제>

-    syh49@fudan.edu.cn

13  스인홍(时殷弘)

-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미국연구센터 주임, 교수

-    난징대 박사 학위

-    중국 국제정치학계에서 기이한 발상을 자주 제기하는 것으로 

유명

14  양시위(楊希雨)

-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책적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음.

-    북핵 문제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

-    yangxiyu@ciis.org.cn

-    (+86) 8511-9571

15  양제멘(杨洁勉)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국제정치경제학자

-    상하이 외국어대 박사 

-    G2를 미국이 국제질서를 왜곡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비판한 

것으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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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엔세통(阎学通)

-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이자, 교수

-    미국 버클리 대학 국제관계학 박사

-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과학적 방법론과 국제형세 예측이론의 

선도자, 주요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    100084 北京清华大学国际问题研究所明斋

-    (+86) 6278-8801 

-    yanxt@tsinghua.edu.cn

 

17  왕이성(王宜勝)

-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연구부 연구원, 군인

-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반도 문제 관련 시각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군부 출신 연구원

18  왕지스(王缉思)

-    베이징대 교수,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 중국 최고 정책 결정 그룹에 직접 

자문

-    영미권 주요 대학들과 교류를 하면서 강한 정책 네트워크 형성, 

각종 아태지역 안보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고문 역할

  

19  왕쥔성(王俊生)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원 연구원, 판구연구소

-    인민대 국제관계학 박사, 차세대 청년학자로 중국 내에서 

주목받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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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왕판(王帆)

-    중국외교학원 부원장으로 법학박사이자 교수 

-    외교관련 저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전형적인 외교학자

-    주로 미중관계, 중국의 외교전략을 연구하는 학자, 정책적 

영향력도 큼.

 

21  위샤오화(虞少華)

-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소장, 연구원

-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경험한 몇 안 되는 전문가

-    능숙한 한국어 구사, 한국과 북한 내 다양한 정책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축

22  자오후지(赵虎吉)

-    중국공산당교 교수

-    베이징대 박사

-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전파, 한국의 정부 주도형 발전 

모델 및 한국의 정치체제를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소개

  

23  장렌구이(张琏瑰)

-    중국공산당교 교수

-    북한 김일성대학에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 한족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24  장후이즈(張慧智)

-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부원장이자 교수

-    북한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여성 경제학자, 북한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풍부한 북한 관련 정보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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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쟈칭궈(贾庆国)

-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자, 교수

-    국제정치학자, 외교 전문가,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을 3차례 

역임한 정치인

-    국제정치, 미중관계, 중국외교/전략 연구, 국제안보/정치의 

시각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객관적 혹은 우호적으로 이해 

-    jiaqg@pku.edu.cn

-    (+86) 6275-5955  

26  정지용(鄭繼永)

-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주임이자, 교수

-    푸단대 박사, 한국과 북한의 국내정치 연구, 한반도 지역 전문가

-    zhengjiyong@fudan.edu.cn

27  진징이(金景一)

-    베이징대 한국언어문화학부 교수이자, 한반도문제연구센터 

부주임  

-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국제정치 박사

-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탁월한 분석력과 식견, 한국과 

북한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28  진찬롱(金灿荣)

-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자 교수, 미국문제 전문가 

-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박사, 미국정치제도, 미중관계, 중국 

외교정책 연구  

-    국제현실주의자, 역사유물론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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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진창이(金强一)

-    엔벤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이자 한반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

-    조선족으로 엔벤대를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국가급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구상하는 데 공헌

-    qiangyi@hanmail.net

30  차이젠(蔡建)

-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

-    푸단대 박사학위

-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다수의 논문 

생산, 중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보고서 작성 관여

-    tsaichien@hotmail.com

31  추수롱(楚樹龍)

-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이자, 국제전략 및 발전연구소 소장

-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국제관계학 박사, 국제관계 및 미국, 타이완 

문제 연구 

-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하고 중국적 국제정치를 

추구 

-    Chushl@Mail.Tsinghua.Edu.CN

-    (+86) 10-6279-2930, 6279-2931, 627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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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팡시우위(方秀玉)

-    상하이 푸단대 교수 

-    경남대 박사, 조선족 출신 여성학자, 푸단대의 한국학 연구를 

선두 지위한 전문가, 한반도 문제와 동서양 정치사상 관련 연구  

-    xyfang@fudan.edu.cn 

33  피아오동쉰(朴东勋)

-    엔벤대 한국연구센터 부주임이자 교수

-    전남대 박사,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국제정치 전반 영역 연구에 

능한 한반도 전문가, 북한 국내 정세와 관련 풍부한 정보를 보유

-    piaodx@ybu.edu.cn

34  피아오젠이(朴鍵一)

-    중국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센터 주임, 한반도문제연구센터 소장

-    러시아 모스크바대학에서 박사, 동북아, 한반도 문제 전문가

-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주요 거점 확보에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35  한센동(韓獻棟)

-    중국 정법대 교수

-    경남대 박사, 중국 주요 대학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초창기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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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주요기관1

1  싱크탱크(Think Tank)

①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   현재 한반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대적 과정에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활동을 진행

-    http://korea.kieas.keio.ac.jp 

-    東京都港区三田 2-15-45 慶應義塾大学 東アジア研究所 

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

② 교토 코리아학 컨소시엄(KCKS)   

-   교토 지역을 거점으로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의 육성을 

모색하고자 교토 지역 내 4개 대학의 코리아학 조직이 연계하여 

결성한 네트워크

 

③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   한일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근현대사, 

나아가서는 현안 과제에 관한 연구

-    http://rcks.kyushu-u.ac.jp/about

-    6-10-1 Hakozaki, Higashi-ku, Fukuoka 812-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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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lkrcks.uok◎jimu.kyushu-u.ac.jp

-    (+81) 92-802-2027

④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NPI)

-    총리부, 외무성, 방우성, 재무성, 통상산업성, 경제기획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

-    http://www.iips.org/index.html

-    30 Mori Bldg., 6F 3-2-2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0001 

-    (+81) 3-5404-6651  

⑤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   

-   일본의 한국학 연구 발전을 목표

-    http://www.cks.c.u-tokyo.ac.jp/index.html

-    東京都目黒区駒場3-8-1 

東京大学大学院　総合文化研究科　グローバル地域研究機構 

韓国学研究センター 東京大学 駒場キャンパス9号館 

-    주요 연구자: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⑥ 방위연구소(NIDS)

-    일본 방위성 산하의 싱크탱크

-    안전보장정책을 위한 연구기관, 일본자위대 간부들의 

안보정책·전사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전사편찬기관

-    http://www.nids.mod.go.jp

-    5-1 ichigayahonmuracho, shinjuku-ku, Tokyo 162-8808 

-    (+81) 3-326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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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   ‘전환기 일본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넓은 시야와 균형 

감각을 갖춘 연구자 및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

-    https://www.waseda.jp/inst/cro/other/2018/03/31/3199/

-    Comprehensive Research Organization, Waseda Univ. 

Floor3, Bldg.No.9 Waseda Campus, Waseda University 1-6-1 

Nishiwaseda, Shinjuku-ku, Tokyo, 169-8050 

-    kikou@list.waseda.jp

-    (+81) 3-5286-9702 (International call: (+81) 3-5286-9702)

⑧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    단기 경제예측을 비롯하여 중장기 경제예측, 아시아경제 예측, 

국내외 경제문제 등에 대해 조사연구 및 정책제언

-    https://www.jcer.or.jp/index.html 

-    (Tokyo office) Nikkei Inc. Bldg. 11F 1-3-7 Otemachi Chiyoda-

ku, Tokyo 100-8066 

-    (+81) 3-6256-7710 

-    주요 연구자: 이쥬인 아츠시(伊集院敦)

⑨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    총리의 인정을 받은 ‘공익재단법인’, 외교·안보분야의 종합적인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외무성 산하의 싱크탱크 

-    http://www2.jiia.or. jp

-    3rd Floor Toranomon Mitsui Building 3-8-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

-    (+81) 3-350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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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일본국제포럼(JFIR)   

-    국제정치·외교·안전보장, 국제경제·무역·금융·개발협력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축에 관한 문제, 

해양·사이버·우주 등 연구

-    https://www.jfir.or.jp/j

-    2-17-12-1301, Akasaka, Minato-ku, Tokyo, 107-0052 

-    info@jfir.or.jp

-    (+81) 3-3584-2190 

⑪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CIGS)   

-    거시경제, 재정·사회보장, 자원·에너지 환경, 외교안전보장, 

일본의 국력 및 경쟁력, 해외정보·네트워크 등을 연구

-    http://www.canon-igs.org

-    11th Floor, ShinMarunouchi Building 5-1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6511

-    (+81) 3-6213-0550

⑫ 평화·안전보장연구소(RIPS)

-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정책적 기여를 위해 설립된 

종합조사연구기관

-    http://www.rips.or.jp

-    8F Meisan Tameike Bldg, 1-1-12, Akasaka, Minato-ku, Tokyo 

107-0052 

-    rips-info＠rips.or.jp

-    (+81) 3-3560-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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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 참의원에만 설치된 상임위원회

-    외교, 안보문제 관련 청원을 접수하여 내각 관계자들에게 질의

-    http://kokkai.ndl.go.jp国立国会図書館　調査

及び立法考査局　議会官庁資料課　立法情報係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１－１０－１

-    (+81) 3-3581-2331

-    주요 연구자: 미야케 신고(三宅伸吾, 자민당),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자민당),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曽根弘文, 자민당), 안토니오 

이노키(アントニオ猪木, 무소속)

② 참의원 국제경제·외교에 관한 조사회   

- 참의원에 국제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    http://www.sangiin.go.jp

-    Nagatacho 1-7-1, Chiyoda-ku, Tokyo

-    (+81) 3-3581-3111

주요 전문가2

1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    도쿄대 대학원정보학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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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사를 1차 사료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연구

2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    정책대학원대학 객원교수 

-    외교안보정책의 전문가, 자민당과 일본정부에게 정책자문 및 

정책제언 등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명한 

학자

-    kitaoka@grips.ac.jp

3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및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

-    현대한국조선정치, 동아시아 국제정치, 한일관계 등을 연구

-    nishino@law.keio.ac.jp

-    (+81) 03-5427-1044  

4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    정책대학원대학 학장

-    메사추세츠공대 정치학 박사, 동아시아 국제정치, 안보문제 

등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

-    Akihiko@grips.ac.jp

5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    세이가쿠인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    북한의 정군관계론의 전문가, 향후 북한 군사 및 외교 분야, 

한반도 관련 안전보장 전문가로 기대되는 학자

-    s_miyamotoseigakuin-univ.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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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    게이오대 명예교수 

-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자

7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    도쿄대 명예교수

-    러시아·소련 근현대사, 한반도 근현대사 연구, 국제적인 

시민활동가

8  이노구치 다카시(猪口孝)

-    도쿄대 교수 

-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정치학 박사, 동아시아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자민당과 일본정부에게 정책자문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명한 학자

9  이와무라 가즈야(磐村和哉)  

-    교도통신

-    한반도 문제 및 일본의 대북정책에서 전문적 식견을 보여주는 

대표적 언론인

10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    도쿄국제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한반도 정치외교 전공으로 하는 국제정치학자

-    hizumi@ti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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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코다 데츠야(箱田哲也)

-    아사히신문 

-    아사이 신문 국제담당 논설위원 

12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    난잔대 종합정책학부 교수

-    일본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을 분석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Ⅳ. 러시아



Ⅳ

53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    Ⅳ. 러시아52

Ⅳ 러시아

주요기관1

1  싱크탱크(Think Tank)

① 고르바초프펀드(Gorbachev Fund)    

-  공공외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0년 설립

-    http://www.gorby.ru

-    39 Leningradsky Prospect, bdg. 14, Moscow 125167 

-    pressa@gorby.ru / public@gorby.ru

-    (+7) 495-945-51-31 

-    주요 연구자: 로기노프, 블라덴(Loginov, Vladlen), 루아보프, 

안드레이(Ryabov, Andrei)

②  극동연구소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보려는 시각이 강한 대표적인 

연구기관

-    http://www.ifes-ras.ru

-    32, Nakhimovsky Av., Moscow, 117997

-    ifes@ifes-ras.ru

-    (+7) 499-124-02-13  

-    주요 연구자: 루슈아닌, 세르게이(Lusyanin, Sergey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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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RIAC)  

-    2010년 2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외교 전문 싱크탱크

-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데 관심

-    http://russiancouncil.ru/en

-    119180, Moscow, 1 Bolshaya Yakimanka St.

-    welcome@russiancouncil.ru 

-    (+7) 495-225-6283 

④  러시아전략연구소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RISS)  

-    RISS의 분석 보고서가 대통령실, 안보위원회와 정부 내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러시아 외교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

-    https://en.riss.ru

-    (Head Office) 125413, Moscow, Flotskaya St., 15B 

-    mail@riss.ru

-    (+7) 495-454-92-64

⑤ 리싱킹러시아(Rethinking Russia) 

-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국내정치를 특화시켜, 국내외에 

러시아의 정치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http://rethinkingrussia.ru

⑥   민주주의와 협력연구소 

(Institute of Democracy and Cooperation)   

-    재정상의 문제와 연구소에서 산출한 결과물의 부족 등으로 인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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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dc-europe.org/en

-    63 bis rue de Varenne 75007 Paris 

-    idc@idc-europe.org

-    (+7) 00-33-1-40-62-91-00

-    주요 연구자: 나로치니츠카야, 나탈리아(Narochnitskaya, 

Natalia), 래프랜드,  존(Laughland, John)

⑦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IMEMO)

-    동유럽 지역의 싱크탱크 Top 25 가운데 2위

-    국제정치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 UN과 다른 국제기구들, 

세계정치의 통합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    https://www.imemo.ru/en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Russian Federation

-    imemoran@imemo.ru

-    (+7) 499-120-5236

-    주요 연구자: 코솔라포프, 니콜라이(Kosolapov, Nikolay) 

⑧ 시민대화(Dialogue of Civilizations, DOC)    

-    러시아의 정책을 홍보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지양하고 

다중심적인 국제질서의 창출이라는 대안을 설정하는데 주력

-    https://doc-research.org    

-    (Moscow office) #42 Pokrovka St., building 5105062, 

Moscow

-    info@doc-research.org    

-    (+7) 495-369-15-70        

-    주요 연구자: 말라센코, 알렉세이(Malashenko, Alexey), 

필리포프, 안드레이 (Filippov, And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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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외교방위정책위원회 

(Council for Foreign and Defense Policy, CFDP)  

-    안보정책 분야에서 정책과 전략개념을 제시

-    Council of Foreign and Defense Policy (CFDP) Bolschoy 

Zlatoustinskiy pereulok House 8/7, Appartment 10 1010000 

Moscow

-    (+7) 495-624-12-35

⑩ 정보보안문제연구소(Information Security Institute, IISI)   

-    국제적으로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에 관한 러시아의 

견해를 전파하는데 목적

-    Lomonosov University Moscow Office 10 1 Michurinskiy 

prospect 119192 Moscow  

-    (+7) 495-932-89-58

-    주요 연구자: 살미코프, 알렉세이(Sal’nikov, Alexey)

⑪ 카네기모스크바센터(Carnegie Moscow Center)

-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독립적인 연구소

-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서 최상위권의 싱크탱크 

-    https://carnegie.ru/?lang=en

-    16 Tverskaya Street, Bldg. 1 Moscow, 125009 

-    (+7) 495-935-8904 

-    주요 연구자: 가부예프, 알렉산드르(Gabuev, Alexander), 

콜레스니코프, 안드레이(Kolesnikov, Andrei ), 모브치안, 

안드레이(Movchan, And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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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① 고르바초프재단(The Gorchakov Foundation)   

-    Baltic Dialogue, Caucasus Dialogue 프로그램 운영

-    10/1 Yakovoapostolsky pereulok Moscow 105064

-    gorchakovfund@yandex.ru

-    (+7) 495-276-16-62

 

② 러시아 아태안보협력위원회(CSCAP Russia)   

-    외교관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아태지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지역 비정부 포럼

-    http://cscap-russia.fondedin.ru/en

-    cscap.rnc@yandex.ru    

③ 러시아재단(Positive Russia Foundation)  

-    정부 정책을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고 러시아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정보를 제공

-    https://www.stopfake.org/en/tag/positive-russia-foundation

④ 루스키미르재단(Russkiy Mir Foundation)    

-    전 세계에 러시아어를 보급하고 러시아의 세계(Russian world)를 

범세계적으로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정부 후원기관으로 설립

-    https://russkiymir.ru/en/fund

-    117218, г. Москва, ул. Кржижановского, д. 13, корп. 2. 

-    info@russkiymir.ru 

-    (+7) 495-981-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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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역사기억재단(Historical Memory Foundation)   

- 20세기 러시아와 동유럽의 역사적 주제

- http://historyfoundation.ru

-    119019, Москва, ул. Волхонка, д. 5/6, стр. 9, офис 77

-    historyfoundation.ru@gmail.com

주요 전문가2

1  가부예프, 알렉산드르(Gabuev, Alexander)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    고등경제대학 석사, 중국 및 중앙아시아 전문가

-    agabuev@carnegie.ru

-    (+7) 495-935-8904

2  그로테, 위르겐(Grote, Jűrgen)

-    DOC 수석연구위원  

-    자본과 노동의 집단 행동,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유럽통합, 지역 

정책 연구

-    #42 Pokrovka St., building 5105062, Moscow

-    (+7) 495-369-15-70

3  글라조바, 옐레나(Glazova, Elena)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가격형성, 인플레와 과세 분석 그룹 부장

-    가격, 이윤, 규제, WMD 비확산 전략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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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로치니츠카야, 나탈리아(Narochnitskaya, Natalya)

-    두마의원, 민주주의와 협력연구소 파리 사무실

-    http://narotchnitskaya.com

5  니코노프, 브야체슬라브(Nikonov, Vyacheslav)

-    브릭스조사국가위원회 의장, Russia’s Staregy 발행인, 

루스키미르 사무총장

6  니코노프, 브야체슬라브(Nikonov, Vyacheslav)

-    모스크바대 공공행정학부 학장, 루스키미르 운영위 의장, 

역사학자, 스탈린 시대 외무장관이었던 몰로토프의 손자, 

두마의원, 교육위원회 의장 역임  

-   117218, г. Москва, ул. Кржижановского, д. 13, корп. 

2(루스키미르) 

- info@russkiymir.ru 

- (+7) 495-981-5680

7  니키포로프, 니콜라이(Nikiforov, Nikolay)

-    포스트 뱅크 상임이사(2017.12~)

-   19세에 카잔 포탈 컴퍼니의 부사장 역임, 29세에 정보통신부 

장관 임명(2012.5~2018.5)

8  둔킨, 알렉산더(Dynkin, Alexander)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경제학박사, 경제성장, 기술혁신, 에너지 연구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imemoran@imemo.ru

-    (+7) 499-120-4332, (+7) 499-128-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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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듀코프, 알렉산드르(Dyukov, Alexander)

-    역사기억재단 이사장  

-   119034, Москва, Большой Левшинский пер., д. 10/2  

-    historyfoundation.ru@gmail.com 

-    (+7) 8-495-927-01-93     

10  로기노프, 블라덴(Loginov, Vladlen)

-    고르바초프 재단 연구원

-    역사학박사

- loginoff@gorby.ru

- (+7) 495-945-68-61 

11  루슈아닌, 세르게이(Lusyanin, Sergey G.)

-    극동연구소 소장

-    역사학박사

- 32, Nakhimovsky Av., Moscow, 117997

- http://www.ifes-ras.ru

- ifes@ifes-ras.ru

- (+7) 499-124-02-13 

12  루아보프, 안드레이(Ryabov, Andrei)

-    고르바초프 재단 연구원, 역사학박사

-    러시아 정치 연구

-    10/1 Yakovoapostolsky pereulok Moscow 105064

- public@gorby.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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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루카신, 유(Lukashin, Yu)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경제모델섹션 부장

-    경제학박사, 회계분석, 펀드 마켓 등 연구

-    23, Profsoyuznaya Str., Moscow, 117997

-    loukaschin@imemo.ru

-    (+7) 499-120-5157 

14  루키아노프, 표도르(Lukyanov, Fyodor)

-    RIAC 외교방위정책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장, Russia in Global 

Affairs의 주필

-    1, Bolshaya Yakimanka St., Moscow, 119180   

-    http://russiancouncil.ru 

-    welcome@russiancouncil.ru

-    (+7) 495-225-6283

15  마차바리아니, 기비(Machavariani, Givi)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세계경제예측섹션 부장

-    거시경제 전공

-    g.machavariani@imemo.ru 

-    (+7) 499-120-3131

16  말라센코, 알렉세이(Malashenko, Alexey)

-    DOC 연구부장

-    국제정치 및 이슬람 전문가

-    #42 Pokrovka St., building 5105062, Moscow

-    (+7) 495-369-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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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브치안, 안드레이(Movchan, Andrey)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MBA, 러 정부와 야권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비판적 

-    AMovchan@carnegie.ru

-    (+7) 495-935-8904  

18  미그라니안, 안드라니크(Migranyan, Andranik)

-    대통령 위원회 위원, 두마 CIS 문제위원회 위원

-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교수, 정치학자, 옐친 대통령 자문

- 76, Prospect Vernadskogo Moscow, 119454 

- (+7) 495-229-40-49  

19  미르킨, 야코프(Mirkin, Yakov)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국제자본시장부 부장

-    경제학박사,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비증강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푸틴의 노선에 반대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yakov.mirkin@gmail.com 

-    (+7) 499-120-4572 

20  미헤예프, 바실리(Mikheev, Vasily)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센터장 및 

부소장, 경제학박사

-    북한체제에 비판적, 한국과의 협력 중시 정책 등 연구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mikheev@imemo.ru

-    (+7) 499-12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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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우노프, 알렉산더(Baunov, Alexander)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    모스크바국립대 졸업, 러시아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

-    ABaunov@carnegie.ru

-    (+7) 495-935-8904

22  베레즈킨, 그리고리(Berezkin, Grogoriy)

-    ESN 그룹의 총수

-    인쇄 및 온라인 타블로이트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Komsomolskaya Pravda)와 무가 일간지 및 주간 

메트로 신문을 소유

-    http://grigoryberezkin.com, https://grigoryberezkin.livejourna

l.com/ 

23  보노미, 마테오(Bonomi, Matteo)

-    DOC 연구위원 

-    글로벌 발전, 거시경제정책, 정치체제 등 연구

-    #42 Pokrovka St., building 5, 105062, Moscow

- (+7) 495-369-15-70

24  보로브코, 이고르(Borovko, Igor)

-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부소장, 연구조정실장 

-    125413, Moscow, Flotskaya St., 15B

-    mail@riss.ru

-    (+7) 495-45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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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론초프, 알렉산더(Vorontsov, Alexander)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 2등 서기관

-    친북한 성향

- 107031, Москва, ул. Рождественка, д. 12

-    (+7) 495-625-93-07

26  볼로딘, 브야체슬라브(Volodin, Vyacheslav)

-    현재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의장,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역임

-    http://vvolodin.ru

-    103265 г. Москва ул.Охотный ряд 1

-    (+7) 495-692-34-38, (+7) 495-692-30-63

27  볼로즈, 아르카디(Volozh, Arkady)

-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검색엔진인 

얀덱스(Yandex)의 창설자이자 가장 지분이 많은 기업인

-    Ulitsa Lva Tolstogo 16, Moscow 119021

-    https://yandex.com/company/contacts/moscow

-    (+7) 495-739-70-00

28  브라운, 헤서(Brown, Heather)

-    DOC 부연구위원 및 편집인

-    사회운동이론, 집단행동, 중동, 북아프리카, 비폭력 저항, 초국경 

운동, 이주 등 연구

- #42 Pokrovka St., building 5105062, Moscow

-    (+7) 495-369-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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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르간스카야, 이리나(Virganskaya, Irina)

-    고르바초프 재단 부이사장, 라이사 막시모브나 클럽 회장

-    고르바초프의 외동딸, 의학박사

- 39 Leningradsky Prospect, bdg. 14, Moscow 125167 

-    vice-pr@gorby.ru

- (+7) 495-945-51-31

30  사모르루코프, 막심(Samorukov, Maxim)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독립뉴스사이트 slon.ru 부편집인

-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졸업, 외교전문 언론인 활동

-    MSamorukov@carnegie.ru

-    (+7) 495-935-8904

31  세메넨코, 이리나(Semenenko, Irina)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비교사회경제 및 정치연구센터 

센터장

-    정치학박사, EU, 이탈리아 및 비교정책분석 전동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semenenko@imemo.ru

-    (+7) 499-120-4535

32  솔로비예프, 에두아르드(Solov’ev, Eduard)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정치이론섹션 부장, 정치학박사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solovyev@imemo.ru

-    (+7) 499-1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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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술리모바, 엘레나(Sulimova, Elena)

-    DOC 연구위원  

-    유럽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현대세계의 디지털화에 관심

-    #42 Pokrovka st., building 5105062, Moscow

-    (+7) 495-369-15-70

34  쉐스타코프, 바실리(Shestakov, Vasily)

-    러시아재단 이사장 

- 125009, Gazetny pereulok, 17/9 bld.2, Moscow

- info@sambo-fias.com

- (+7) 495-4116138

35  슬라빈, 보리스(Slavin, Boris)

-    고르바초프 재단 자문위원, 철학박사, 교수 

-    slavin@gorby.ru

-    (+7) 495-945-60-38

36  시모누안, 마르가리타(Simonyan, Margarita)

-    RT 및 Rossiya Segodnya 주필, 푸틴 최측근으로 유명

-    Москва, Боровая улица, 3к1

-    (+7) 499-750-00-75 доб. 1200 

37  아나신, 블라디미르(Anashin, Vladimir)

-    모스크바대  수학과 교수, 정보보안문제연구소 정보보안분과 

수학연구 교수

-    vs-anashin@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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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아르바토바, 나제즈다(Arbatova, Nadezhda)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유럽정치연구부 부장

-    EU통합, EU-러시아 관계, 유럽안보 등 연구

-    arbatova@imemo.ru 

-    (+7) 499-120-4196 

39  아르바토프, 알렉세이(Arbatov, Alexey)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국제안보센터장 

-    국제관계, 국제안보, 군비통제 및 군축 분야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저명한 전문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성향, 

두마의원 역임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arbatov@imemo.ru

-    (+7) 499-120-7492 

40  아우쿠치오네크, 세르게이(Aukutsionek, Sergey)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전환기경제연구센터 센터장

-    경제정책, 비즈니스 메카니즘, 러시아 기업의 경쟁력 등 연구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aukutsionek@imemo.ru    

41  아폰체예프, 세르게이(Afontsev, Sergey)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경제이론부 부장

-    경제 이론 및 국제경제 담당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afontsev@gmail.com

-    (+7) 499-120-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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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야니크, 마야(Janik, Maya)

-    시민대화(Dialogue Of Civilizations) 연구위원 

-    국제안보, 갈등 연구, 유럽 및 러시아 연구

- #42 Pokrovka st., building 5, 105062, Moscow

- (+7) 495-369-15-70

43  오를로바, 디아나(Orlova, Diana)

-    시민대화(Dialogue Of Civilizations) 연구위원

-    국제관계, 유럽통합, 글로벌 정책과 기구 연구

-    #42 Pokrovka st., building 5, 105062, Moscow

- (+7) 495-369-15-70

44  오세트로바, 마리아(Osetrova, Maria)

-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연구원

-    현대 한국 문화, 음식문화 전공

- 32, Nakhimovsky Av., Moscow, 117997 

- http://www.ifes-ras.ru

- (+7) 499-124-02-17 

45  오스트로우모프, 게오르기(Ostroumov, Georgy)

-    고르바초프 재단 연구원

-    ostroumov@gorby.ru

-    (+7) 495-945-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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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바노바, 나탈리야(Ivanova, Natalya)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과학·혁신부 부장 및 제1부소장

-    글로벌 경제, 과학기술 발전 예측 등 담당

-    n.i.ivanova@imemo.ru 

-    (+7) 499-120-6521

47  제빈, 알렉산더(Zhebin, Alexander)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센터장

-    북한정치, 북러관계, 한반도 핵문제 등 연구, 친북한 성향

-    32, Nakhimovsky Av., Moscow, 117997

-    zhebin@ifes-ras.ru, alexzheb@mtu-net.ru

-    (+7) 499-129-04-10

48  카라가노프, 세르게이(Karaganov, Sergey)

-    고등경제대학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대학 학장

-    외교방위정책위원회(CFDP) 상임위원회 명예의장

-    Room 103. 17/1 Malaya Ordynka St., Moscow

-    skaraganov@hse.ru

-    (+7) 495-771-3252/ (+7) 495-772-9590 доб. 22306

49  코노팔체프, 니키타(Konopaltsev, Nikita)

-    DOC 수석연구위원 

-    글로벌 발전정책과 기구, 현대정치이론과 실제 등 연구

- #42 Pokrovka St., building 5, 105062, Moscow

- (+7) 495-369-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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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코로스, 블라디미르(Khoros, Vladimir)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발전과현대화연구센터 센터장, 역사학박사

-    러시아사, 세계경제, 서구와의 관계 등 연구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khoros@imemo.ru

- (+7) 499-120-8232

51  코브린스카야, 이리나(Kobrinskaya, Irina)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상황분석센터 센터장

-    국제정세 분석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psifoundation@imemo.ru

-    (+7) 499-128-7814 

52  코솔라포프, 니콜라이(Kosolapov, Nikolay)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국제정치문제부 부장 

-    구소련 말부터 경제개혁 주창하는 경제학자로 주목받음,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미국의 대러 정책 평가

-    kosolap@imemo.ru 

-    (+7) 499-128-85-54

53  코카레프, 콘스탄틴(Kokarev, Konstantin)

-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아태지역연구센터 실장 

-    중국전문가

- 125413, Moscow, Flotskaya St., 15B

-    mail@riss.ru

-    (+7) 495-45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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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콘드라티예프, 블라디미르(Kondratiev, Vladimir)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산업 및 투자연구센터 센터장, 

경제학박사

-    세계화, 경제 현대화, 경제정책 등 연구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v.b.kondr@imemo.ru

-    (+7) 499-128-2657 

55  콜레스니코프, 안드레이(Kolesnikov, Andrei)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    러시아 국내 문제 담당, 중립적 시각 유지 

-    akolesnikov@carnegie.ru

-    (+7) 495-935-8904

56  쿠두아코바, 루드밀라(Khudyakova, Ludmila)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글로벌 경제문제 및 경제외교정책부 부장

-    세계경제, 국제금융, 러시아 금융 등 담당

-    l.khudyakova@imemo.ru 

-    (+7) 499-120-4267

57  쿠즈네초프, 알렉세이(Kuznetsov, Alexey)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유럽연구센터 센터장

-    경제학박사, 세계기업지도, 초국가주의이론, 유럽과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대외 직접투자 등 연구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kuznetsov@imemo.ru

-    (+7) 499-128-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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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쿠즈미노프, 야로슬라브(Kuzminov, Yaroslav)

-    고등경제대학(Higher School of Economics, HSE) 총장

-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20 Myasnitskaya ul., Moscow

-    kouzminov@hse.ru

-    (+7) 495-628-80-03/ (+7) 495-771-32-23 

59  크룰로프, 알렉산드르(Krylov, Alexander)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포스트 소비에트연구센터 센터장 

60  클리멘코, 게르만(Klimenko, German)

-    러시아대통령의 인터넷 자문, 대통령 행정실 근무 

-    http://klimenko.ru

- (+7) 495-606-36-02

61  키리첸코, 엘리나(Kirichenko, Elina)

-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북미연구센터 센터장

-    경제학박사, 세계화, WMD의 비확산, 수출통제정책 등 연구

-    23, Profsoyuznaya St., Moscow, 117997

-    elinakir@imemo.ru

-    (+7) 499-128-0519 

62  토르쿠노프, 아나톨리(Torkunov, Anatoly)

-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총장 

-    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 지역 전문가

-    76, Prospect Vernadskogo Moscow, 119454 

-    (+7) 495-234-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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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톨로라야, 게오르기(Toloraya, Georgy)

-    루스키 미르 재단 사무총장,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교수

-    한국과 북한에 대해 중도적 입장

-    (+7) 495-980-17-47

64  트레닌, 드미트리(Trenin, Dmitri)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    국방부 군사연구소 박사, 현실주의적 시각

-    (+1) 202-939-2233 

65  파노프, 알렉산드로(Panov, Alexander)

-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모스크바국제관계 대학 외교학과장, 

미·카나다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러시아연방 특임대사, 

일본전문가  

-    119454, Москва, проспект Вернадского, 76, Room No. 2174 

-    (+7) 495-225-37-64 

66  팔라즈첸코, 파벨(Palazhchenko, Pavel)

-    고르바초프 재단 출판국장

- 국제관계 전문가, 언론인

- 39 Leningradsky Prospect, bdg. 14, Moscow 125167   

-    pavelpal@gorby.ru

-    (+7) 495-945-51-27 

67  페스코프, 디미트리(Peskov, Dmitry)

-    푸틴의 공보 비서로써 그와 알렉세이 그로모프가 러시아의 언론 

상황에 가장 영향력있는 정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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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포포프, 블라디미르(Popov, adimir)

-    DOC 경제학 정치학 부장 

-    세계경제와 발전 문제에 관한 다수의 저서 집필

-    #42 Pokrovka st, building 5 105062, Moscow 

-    http://www.nes.ru/~vpopov 

-    info@doc-research.org

- (+7) 495-369-15-70

69  프라드코프, 미하일(Fradkov, khail) 

-    전 해외정보국 (FSB)국장 및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소장

-    125413, Moscow, Flotskaya st., 15B

-    mail@riss.ru

-    (+7) 495-454-92-64

70  프로코로프, 미하일(Prokhorov, khail)

-    민간 투자 그룹으로 rbc.ru.를 보유한  ‘오넥심’ 그룹의 총수 

-    13/1 Tverskoy Blvd., Moscow, 123104 

-    (+7) 495-229-2939

71  필리포프, 안드레이(Filippov, Andrey)

-    DOC 연구실장 

-    글로벌 정책과 기구, 초국가적 인프라, 중국연구, 국제조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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