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윗포드 (Andrew B. Whitford)
저는 현재 미국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 at Athens) 행정학과에서 알렉산더 크렌쇼
공공정책교수를(Alexander M. Crenshaw Professor of Public Policy) 역임하고 있으며, 석사 과정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캔자스 대학(University of Kansas)과 라이스 대학(Rice
University)에서 교수로 일하였습니다.
저는 1999 년에는 미시간 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공중보건학과에서 로버트우드존슨 장학금을
(Robert Wood Johnson Scholar in Health Policy Research) 받았고, 2009 년에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
(University of Manchester) 홀스워스 정치경제학 방문 교수를 (Hallsworth Visiting Professor in Political
Economy) 역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로타리
국제사절 장학금과 (Rotary International Ambassadorial Scholar) 더불어 풀브라이트 독일 연구 세미나
장학금을(Fulbright German Studies Seminar Scholar)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런던대학교
정책대학에서 방문명예선임연구원을 (Visiting Honorary Senior Research Associate in the School of Public
Polic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0 여 편의 논문을 저명 학술지, 법학회지 및 편집본등에 실었으며, 현재는 조직관리와
정책설계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행본으로는 빙햄튼 대학 (Binghamton
University) 제프 예이츠 (Jeff Yates) 교수와 공저로 존스홉킨스대학출판사(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에서 발간한 “대통령수사와 공공의제: 마약과의 전쟁의 구성”(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Constructing the War on Drugs, 2009)이 있으며, 현재는 워싱턴 대학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개리 밀러(Gary J. Miller)교수와 공저로 “정치를 넘어서: 관료주의적 재량과 신뢰할만한
약속”(Above Politics: Bureaucratic Discretion and Credible Commitment)을 저술 중입니다. 또한 저의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에 따르면 지금까지 7,000 번이 넘게
다운로드 되기도 했습니다. 2013 년에는 조지아대학 공공국제정책대학 연구우수상 (School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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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교수상”을 두 번 수상했습니다.
조직관리분야에서는 조직이론, 의사결정모델 및 적용, 그리고 관료주의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공정책분야에서는 환경, 규제, 그리고 공중보건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직행동과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기법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험 연구를 시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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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자문위원회와 (U.S. Advisory Committee on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의
공동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Policy Studies Journal,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및 Korea Journal 등과 같은 유명 학술지의 편집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로버트우드존슨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러셀세이지재단(Russell Sage Foundation), 그리고 IBM 정부사업기금(IBM Endowment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대학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에서 1997 년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andrewwhitford.com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