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연구소 한눈에 보기

랜드 코퍼레이션 (RAND Corporation)은 전 세계 커뮤니티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며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 기관입니다.
RAND는 비영리, 비당파적 단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숫자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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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본부와
파디 랜드 대학원이 (Pardee RAND Graduate
School) 위치해있으며,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랜드 걸프 스테이트 정책
연구소 (RAND Gulf States Policy Institute)
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 있으며, 가장
최근 설치된 지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RAND Europe 은 영국
케임브리지,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RAND
Australia 는 캔버라에 있습니다.

국적 | 랜드 연구소에선 48개 이상
국가에서 모인 뛰어난 인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 우리 직원들은 다양한 전문적, 교육적, 문화적
배경을 프로젝트 팀에 접목시킵니다.

박사 학위 보유자 |

언어 |

전체 연구 인력 중 절반보다 훨씬 많은
1,175명의 연구원이 1개 또는 그 이상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는
아랍어, 중국어, 이란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이 있습니다.

연구 인력
미술 및 문학 (3%)
사회과학 (12%)

의학, 법학박사
포함 박사학위
소지자 (53%)

석사학위
소지자 (38%)

행동과학 (7%)
경영학 및 법학 (5%)

정치학 (7%)

컴퓨터공학 (6%)

정책분석학 (12%)

경제학 (11%)

자연과학 (6%)
기타 (1%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 (10%)

공학 (9%)

수학, 경영과학(OR), 통계학 (7%)
생활과학 (7%)

국제관계학 (9%)

900

출판물 | 작년 한 해 동안 460개의 자체 출판물과 대략 450
개의 학술논문이 랜드 디지털 도서관에 등록되었습니다. 랜드
홈페이지에서 (www.rand.org) 각종 보고서, 팟캐스트, 비디오,
논평 등 24,000건에 달하는 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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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로젝트 | 1,900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650
여개의 새로운 프로젝트 포함), 랜드 연구소는 연구 서비스, 체계적
분석, 혁신적 사고를 전세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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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연구소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다양한 재단을
포함한 350개 이상의 고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부자 |

기부금을 통해 랜드 연구소는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자들은 우리
직원, 아이디어, 전문가 집단, 그리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웹 다운로드

트위터 팔로워

수익 및 지출
미국 국토안보부 ($8.9M)

미국 국방부 장관실 및 기타 국가 안보 기관 ($69.7M)

직원능력개발, 정보통신기술,
기타 행정업무(15%)

기타 연방정부 기관 ($16.4M)

미국 공군 ($48.9M)

주 및 지방정부 기관 ($6.6M)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 비정부 기구 ($13.9M)
대학 ($0.7M)

시설(8%)
모금 (1%)

연구 및 분석
(76%)

비영리 단체 ($5.2M)
재단 ($23.9M)

미국 육군 ($43.8M)

박애적 기부금 ($9.9M)
사기업 ($3.3M)
기타 ($1.4M)
미국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66.1M)

수익 $318.7M
하도급 및 랜드에서 착수한 연구에 대한 순수익

자세한 재무제표는 www.rand.org/about/financial_statements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rand.org

임무 | 랜드 연구소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 및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조직 | 사회 및 경제정책 이슈를 다루는 4개 연구 부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4개의 연방정부 지원 연구
및 개발 센터 (FFRDCs), 파디 랜드 대학원 (Pardee RAND
Graduate School)의 교수 및 학생, 랜드 유럽 지부 (RAND
Europe), 독립적으로 인가된 유럽의 계열회사, 그리고 새로운
랜드 지부인 RAND Australia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디 랜드 대학원 | 파디 랜드 대학원은 랜드 연구소가 혁신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음 세대의 정책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파디 랜드 대학원은 전 세계 어느 대학보다
많은 수의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RAND는 약어인가요?
The RAND는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는 Research AND Development
의 축약형입니다. 오늘날 랜드 연구소에선 매년 1,000건 이상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FFRDCs는 무엇인가요?
FFRDCs -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 및 개발 센터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

는

과학적 연구, 분석, 개발을 통해 미 정부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RAND 아로요 센터, RAND 국가 방위 연구소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RAND Project AIR

자금 | 정부기관, 재단, 다른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전 세계의

FORCE는 미국 국방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며, 국토 안보부 운용

고객들이 우리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RAND

분석 센터 (Homeland Security Operational Analysis Center)는

VENTURES 프로그램은 박애적 기부금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연구나 주목받지 못하지만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 또는 정책 담론을 형성하고 복잡한 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 접근 방법을 고안하는 연구원들을
지원합니다.

랜드는 언제 설립되었나요?
랜드 연구소는 1946년 미 공군의 지원을 받는 Project RAND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더글러스 항공사에서 수행되었는데, 그 목적은

랜드 정책 그룹 (POLICY CIRCLE) | 랜드 정책 그룹은 더 현명한

2차 세계대전 기간 소집된 민간인 과학자들이 발전시켜온 기술의

결정,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비당파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및

진보를 평시에도 지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포드 재단의

분석을 지원하는 박애주의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지원을 통해 랜드는 비로소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특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주요 랜드 연구원,

1960년대, 랜드의 연구 의제들은 우주, 경제/사회/정치 문제, 사회

정책결정자, 전 세계 선구자적인 사상가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및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할

회원들의 $1,000의 기부금 혹은 그 이상의 지원으로 RAND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VENTURES는 새로운 토픽에 대한 혁신적 연구 수행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대외 협력부 부사장인 Winﬁeld A. Boerckel 에게
다음의 이메일 주소(boerckel@rand.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분야
아동, 가족, 그리고 공동체 | 사이버 & 데이터 과학 | 교육 및 문해(Literacy) | 에너지 및 환경
건강, 건강보험, 고령화 | 국토안보 및 공공안전 | 사회 기반 시설 및 교통 | 국제 문제
법과 경영 | 국가 안보 및 테러리즘 | 과학 및 기술 | 노동자 및 노동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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