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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은 1957년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북아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아연은 동북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세계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아시아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연은 세계적 수준의 동아시아지역 종합연구소로 뻗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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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종화 소장 교우회보 인터뷰 (2017년 4월호)
▶ 아세아문제연구소 창립 60주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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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Activity

아세아문제연구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알림
2017년 6월 17일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아세아문제연구소는 1957년 국내 최초의 대학 부설 연구소로
창설된 이후, 60년간 동아시아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아연은 ‘새로운 60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라는 목표 아래 동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최고의 동아시아지역종합연구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며 동아시아연구를 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7년 6월 17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창립일이 포함된 6월 셋째주를 창립기념주간(6월12일-17일)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 및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연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1.
2.

6월12일(월) 16:00-18:00
아연60년과 한중 학문후속세대육성 [주제: 한국 유학생활과 나의 미래]

아연 대회의실

6월13일(화) 9:00-18:00
6월14일(수) 9:00-12:00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국제학술회의

3.

6월14일(수) 16:00-18:00

4.

6월15일(목)

초청강연: 바바 기미히코(馬場公彦) 이와나미서점 편집국부장
[제목: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의 출판사업과 동아시아 지식교류]

백주년기념관

아연 대회의실

13:30-14:00 아연창립60주년기념실 개관식

아연60주년기념실

14:30-15:00 개회식 / 시상식

백주년기념관

아연60주년 초청발표: 엘리자베뜨 샤바널(프랑스극동연구원 서울분원원장)
[제목: 나의 북한문화유산발굴기]
15:00-17:30 동아시아학 전문가 포럼: 아연 60년과 동아시아학 연구의 과거와 미래

5.

18:00 ~ 20:30 아연 창립 60주년 리셉션

인촌기념관

6월16일(금) 9:30-18:00
6월17일(토) 10:00-12:00

백주년기념관

아연창립6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 제7회동아시아공동체포럼
[주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위기와 공동체의 미래]

아연 대회의실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종화 소장 교우회보 인터뷰 (2017년 4월호)
아세아문제연구소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종화 소장(경제학과 교수)이 교우회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종화 소장은 ‘새로운 60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라는 모토로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연의 현황을 설명하고 교우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교우회보,
2017년 4월호, 16면

아세아문제연구소 창립 60주년 기념 촬영
창립 60주년을 맞아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종화 소장을 비롯한 연구진들의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60주년 축하와 더불어 그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60주년 편찬사’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주요 연구진들이 함께 한 이 사진은 이후
아연의 역사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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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문제연구소 주요 연구진

01. 박상수 전 부소장(사학과 교수)

13. 곽도원 HK교수

02. 이정남 HK교수

14. 공수진 HK연구교수

03. 김종태 HK연구교수

15. 송병권 연구교수

04. 남광규 연구교수

16. 현춘희 HK연구교수

05. 손기영 HK교수

17. 한기덕 간사

06. 윤인진 부소장

18. 이정희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07. 이형식 HK교수

19. 문임순 행정실장

08. 이종화 소장

20. 송은비 연구원

09. 윤형진 HK교수

21. 윤해인 연구원

10. 송규진 HK교수

22. 김은진 행정직원

11. 강문성 아시아협력센터장
(국제학부 교수)

23. 김여주 연구원

12. 이용욱 동북아리뷰 편집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25. 안세영 연구원

24. 문홍은 연구원

[김준엽렉처 시리즈] 제10회 중용의 정의관
‘김준엽렉처시리즈’가 어느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렉처시리즈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한국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철학적 · 실천적 아이디어를 얻고자 최상용 교수님을 모시고 ‘중용의 정의관’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서구 정치철학의 물음에 대한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답변을 성찰하고 정의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와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사: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일본 호세이대학 객원교수)
일시: 2017년 3월 14일(화) 오전 10:30 -11:50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214호

학술대회·콜로키움·강연회·워크숍·세미나
[국제세미나] 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글로벌 시사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7년 2월 27-29일, ‘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글로벌 시사점(Korean Unification: Prospects and Global
Implications)’이라는 주제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남북한 통일전망, 국제사회의 통일 경험이 주는 시사점, 남북한
통일의 정치적, 안보적 영향, 남북한 통일의 경제적 영향,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시: 2017년 2월 27-28일
장소: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호주국립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년 제1차 ARI 세미나] 사드(THAAD)문제와 한중 외교 및 경제관계
사드(THAAD)문제를 둘러싸고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국간 외교 및 경제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는 사드문제로 인한 한중 간의 외교 및 경제적 갈등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4일(화) 오후 4시-6시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사회: 이종화(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김흥규(아주대 교수): 사드문제와 한중외교관계, 김형주(LG 경제연구원): 사드문제와 한중경제관계
토론: 주장환(한신대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남(고려대 아연교수)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국연구센터 학술회의] 중국은 어떤 강대국이 될 것인가?: 중국이 구상하는 강대국 상(像)
시진핑정권 등장이후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이것을 21세기 중엽까지 달성할
것임을 대외에 표방함으로써 강대국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어떤 강대국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강대국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제시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스스로 추구하는 강대국‘상(像)’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중국의 빠른 부상 속도와 맞물려 주변 국가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는 중국의 강대국 상(像)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강대국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13일(목) 9:30-17:3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포스코청암재단 / 한국연구재단

[현대일본센터 학술회의] 戰間期 日本의 國際秩序論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와 BK21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은 국제관계사상사의 권위자이신 동경대학의 사카이
데쓰야(酒井哲哉) 선생님을 모시고 전간기 일본의 국제질서론, 특히 ‘광역질서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사상사적 배경에 유의하면서‘광역질서론’의 계보를 재검토하였습니다.
제목: 戰間期 日本의 國際秩序論
일시: 2017년 1월 10일(화요일) 15:00-17:3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강연자: 사카이 데쓰야(酒井哲哉, 동경대 총합문화연구과 교수)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HK사업단 / BK21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7년 제1차 차이나포럼] 중미관계: 오바마에서 트럼프 행정부까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는 청샤오허(成晓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모시고 ‘중미관계: 오바마에서 트럼프
행정부까지’를 주제로 올해의 첫 번째 차이나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오바마정부에서 트럼프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중미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흥미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사: 청샤오허(成晓河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주제: 중미관계: 오바마에서 트럼프 행정부까지
일시: 2017년 5월 2일(화) 오후 1시 50분-3시 20분
장소: 고려대 우당교양관 306호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 한국연구재단

[대만연구센터 초청강연] 대만인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1920-1950)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에서는 BK21+ 고려대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과 함께 국립대만대학 역사학과의 陳翠蓮
교수를 모시고 초청강연을 개최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식민통치와 자치운동부터 2.28사건 및 그 처리와 영향에 이르는 과정을 대만인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라는 틀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만사, 냉전사, 국민당사 및 한국과 대만의 비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목: 대만인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1920-1950) 台灣人共同體認同的形成與轉變1920-1950
일시: 2017년 5월 12일(금) 15:00~18: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강연자: 陳翠蓮 (국립대만대 역사학과 교수)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 BK21+ 고려대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북한연구센터 세미나] 미국의 BMD체계와 THAAD, 우리의 선택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는 2017년 03월 31일(금) 12:20-13:45에 걸쳐 전(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을 역임한 신원식 아연
연구위원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BMD(미사일 방어) 체계와 THAAD, 우리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Global BMD(탄도미사일 방어)
정책과 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제: ‘미국의 BMD (미사일 방어) 체계와 THAAD, 우리의 선택은?’
발표: 신원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예비역 중장)
사회: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토론: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정지영 (중국 상해 푸단대 교수)
일시: 3월 31일 (금), 12:20~13:45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비교사강좌] 대만 역사를 통해 동북아 역사 새롭게 이해하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대만 역사를 조망하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역사학계는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식민지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역으로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역사에서 제국/식민의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정작 대만 자체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 중국 중심의 시각에 좌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에 보 강좌를 통해 대만 역사의 내부로 한발 더 들어가 대만 자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도 동북아에서 대만의 역할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6시
장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제1강: 4월 7일(금)
주제: 청대(淸代) 타이완 사회 - 형성과 변모(1683~1895)
강연자: 문명기(국민대 국사학과 조교수)
사회자: 김윤희(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제2강: 4월 14일(금)
주제: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와‘대만인’의 반응
강연자: 손준식(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사회자: 김윤희(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제3강: 4월 21일(금)
주제: 국민당의 대만 통치와 자유중국의 몰락
강연자: 강경락(강남대 교양교수부 교수)
사회자: 송병권(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제4강: 4월 28일(금)
주제: 대만의 현황과 전망
강연자: 郭承凱(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부참사관)
사회자: 송병권(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중국연구센터 간담회] 2017년 제1차 전문가 간담회
연사: Dr. Flemming Christiansen
(Professor, Institute of Sociology and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주제: 최근 유럽에서의 중국연구동향
일시: 2017년 2월 24일 12:00-13:30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비교사연구센터 세미나] 제61차 비교사연구 세미나
아연 비교사연구센터에서는 동아시아역사를 중심으로 인접 분야나 인접 주제 연구자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개별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좀 더 객관화, 상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학 연구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사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기존 연구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새로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제: 비교사 관련 주요 저작 비평
일시: 2017.05.26(금) 오후 4:00-6:0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회의실
주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 ARI Members

연구 논저
제목:

Labor, Health and Education in Asia - Analysis of Micro Data: Editors’ Overview

저자:

Takatoshi Ito, Kazumasa Iwata, Jong-Wha Lee, Colin McKenzie, Shujiro Urata

출판정보: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제12권 1호, 2017.01
제목:

Returns to Education and Skill in the Labor Market: Evidence from Japan and Korea

저자:

이종화

출판정보: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제12권 1호, 2017.01
제목: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저자:

이형식

출판정보: 역사문제연구 제37호, 2017.4
제목:

근대 문명 담론의 정치성 연구: 일제강점 초기『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저자:

김종태 (HK연구교수)

출판정보: <한국학연구> 60집 73-104쪽. 2017년 3월 31일
제목: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저자:

남성욱 외 (북한연구센터장)

출판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

아연 연구진 동정
이종화 소장
1. 국제회의, 토론
회의명:
토론주제:
일시:
장소:

50th ADB Annual Meeting
Banking on the Future of Asia and the Pacific: 50 Years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2017.05.04
일본 요코하마

2. 국제회의, 만찬연설
회의명:
발표주제:
일시:
장소:

IARIW-Bank of Korea: Beyond GDP: Past Experiences and Future Challenges i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Well-being
A Century of Economic and Human Development in Korea
2017.04.26
웨스틴조선호텔

3. 국제학술대회, 좌장
학술대회명: Korea University-Keio University-HKUST: The 2n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Finance
일시:
2017.03.24
장소: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글로벌 컨퍼런스홀
4. 국제학술대회, 좌장
학술대회명: Korean Unification: Prospect and Global Implications
일시:
2017.02.27-28
장소:
The Brookings Institution, Falk Auditorium
5. 국제회의, Welcoming Remark, 발표
회의명:
발표주제:
일시:
장소:

2017 Nor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conomic Development (NICE)
Challenges to the Republic of Korea’s Sustained Growth and Northeast Asia Cooperation
2017.02.14
일본 니가타

송규진 HK교수
1. 국내 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7년도 동계학술대회 - 동북아 평화와 정치 · 경제
발표논문제목:근대시기 환동해권의 경제관계 - 일제강점기 조선의 對 ’북방권’ 무역을 중심으로
일시:

2017년 2월 10일 오후 2시~6시

장소:

서강대 장하상관 116호

2. 국제회의 강연
행사명:

Seoul Colloquium in Korean Studies

발표논문제목:“Cooperative Imperialism” in Colonial Korea:The Role of Japan and the Western Powers in Abolishing Foreign
Settlements
일시:

2017년 2월 23일 오후 5시~7시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3. 국내회의 강연
행사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제17회 AKS포럼

강연제목:

근대시기 주한 영사보고의 자료수집과 활용방안

일시:

2017년 5월 11일 오후 4시~6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대회의실

4. 국내회의 강연
행사명:

서강대 토대연구사업팀 제2차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강연제목:

조선총독부 통계행정기구변화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일시:

2017년 5월 12일 오후 4시~6시

장소:

서강대 떼이야르관504호

5. 국내회의 강연
행사명:

역사NGO시민강좌

강연제목:

폴란드 · 독일 역사화해 과정을 통해본 한국 · 일본의 역사화해의 가능성

일시:

2017년 5월 15일 오후 6시 30분~8시

장소:

안병무홀1층 회의실

이정남 HK교수
1.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제5회 한중 공공외교연구포럼 - 한중 공공외교와 대학의 역할
발표논문제목:한중 공공외교와 대학 연구소의 역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일시:

2017년 2월 28일

장소: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대회의실

2.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중국은 어떤 강대국이 될 것인가: 중국이 구상하는 강대국 상(像)
발표논문제목: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 중국 국제정치학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시:

2017년 4월 13일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3.국제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The 7th Asia Research Forum: "The Belt and Road" and Corporate Behavior: Achievements, Challenges and
Improvements
논문제목:

“The Belt and Road” and Corporate Behavior: Achievements, Challenges and Improvements

일시:

2017년 4월 19일

장소:

好苑建国酒店二层大会议厅(北京)

4.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한중관계 평가와 향후 대중정책 모색
논문제목:

한중관계 25주년 평가 - 한중관계 발전과 평가

일시:

2017년 3월 21일

장소:

국립외교원 대회의실

5.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사드(THAAD)문제와 한중 외교 및 경제관계
논문제목:

THAAD问题与韩中外交关系

일시:

2017년 4월 4일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6.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성균중국연구소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콜로키움 시리즈 1
논문제목:

새정부의 대중국정책

일시:

2017년 5월 12일

장소:

성균중국연구소 소회의실

7. 국내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지역정치와 통합 그리고 국제관계의 미래
논문제목:

중러의 대한반도 정책 및 대응방향

일시:

2017년 5월 12일

장소:

한양대 사회과학관 306호

손기영 HK교수
1. 국내강연
행사명:

역사NGO시민강좌

강연제목: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일시:

2017년 3월 20일 6시

장소:

안명무홀1층 회의실

이형식 HK교수
1. 국내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일제 강점기 통치 기록물과 아카이브
발표논문제목:일본 육군 조슈파(長州派)와 식민지 지배
일시:

2017.1.23

장소:

서울대 규장각

2. 국내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논문제목:조선총독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17.2.23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3. 국내회의 발표
학술회의명: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발표논문제목:‘조선군인’ 가네코 사다카즈(金子定一)와 대아시아주의운동
일시:

2017.5.26.

장소:

한양대

윤형진 HK교수
1. 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한 · 일 중국전문가 학문대화) 중국연구의 새로운 지평 - 학문경험의 교류
토론세션제목:중국지역연구와 중국 현대사의 재해석
일시:

2017년1월20일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2. 학술회의 토론
학술회의명: 동양사학회 2017년 춘계연구발표회
토론논문제목:근대 도만 일본인의 중국인상-제국의식의 투영
일시:

2017년4월29일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4동

>> ARI in Mass Media
• 이종화_ [중앙시평], 대통령 취임 100일의 경제정책, 중앙일보, 2017.05.04
• 이종화_ [중앙시평], 미 · 중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중앙일보, 2017.04.06
• 이종화_ [중앙시평], 트럼프 발(發) 골디락스와 한국 경제, 중앙일보, 2017.03.09
• 이종화_ [중앙시평], 청년 일자리,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중앙일보, 2017.02.09
• 이종화_ [중앙시평], 2017년 그때는 왜 그랬을까, 중앙일보, 2017.01.11
• 이종화_ The Sino-Korean Trade War Must End, Project Syndicate, 2017.03.22
• 이종화_ Taming the Chaebols, Project Syndicate, 2017.01.19
• 손기영_ [칼럼], "What do human rights and freedoms mean in a globalised but deeply unequal world?”,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3.15
• 손기영_ [칼럼], "South Korea enters 2017 with insurmountable pressure for change.” Global Times. 2017.2.2
• 남성욱_ [시론], "북핵 절대 불용 확인한 매티스 방한, 문화일보, 2017.2.3
• 남성욱_ [시론], "개성공단 중단 1년 한시적 대체공단 검토할 때, 동아일보, 2017.2.8
• 남성욱_ [시론], "와신상담 각오로 중 리스크 줄여야, 문화일보, 2017.3.10
• 남성욱_ [시론], "자위적 선제타격 모호한 후보들, 문화일보, 2017.4.13
* 기사내용은 <홈페이지_연구소 소개_언론에서 본 아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