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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 Invitation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이 오는 11월 28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Four Seasons Hotel Seoul)에서 개최됩니
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평화·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금번 포럼도 이러한 플랫폼 구축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번 포럼은 “동북아 평화·번영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민관 전문가들이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
한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고, 역내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경제적 연계성 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 (NAPC Forum) 2018, co-hosted by the Sejong 
Institute and the Jeju Peace Institute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held on November 28, 2018 at the Four Seasons Hotel Seoul.
The ROK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the Northeast Asia Platform for Peace and 
Cooperation and as part of such effort, this year’s forum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of “The Ways 
to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e NAPC Forum 2018 will serve as a venue for experts 
and officials from th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eek ways to facilitate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nd discuss how to strengthen 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economic connectivity. We kindly ask for your attention and support. Your participation 
in this forum will be highly appreciated. Thank you.

강 경 화
KANG Kyung-wha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Republic of Korea

백 학 순
PAIK Haksoon

세종연구소 소장
President of the Sejong 

Institute

김 봉 현
KIM Hong-hyun 
제주평화연구원장

President of the Jeju Pea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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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Program

주제: “동북아 평화·번영으로의 길”

* 15:40-17:00 정부간 협의회(비공개) 개최

시간 프로그램
08:30-09:00 등록

09:00-09:30
개회식

개회사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 
축  사 이태호 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관 
환영사 김봉현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09:30-09:50 휴식

09:50-:11:10

세션 Ⅰ. 기존 다자협력대화의 성과 및 한계, 미래 방향성
사회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

패널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소장
알렉세이 드로비닌 러시아 외교부 대외정책기획국 부국장
비암바수렌 엔크바이갈리 몽골전략연구소 소장
신치앙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겐 키카와 일본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소장

11:10-11:30 휴식

11:30-12:50

세션 Ⅱ. 지역 안보: 더 안전한 동북아시아, 더 안전한 세계
사회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패널

마리에타 쾨니그 OSCE 사무국 대외협력관
파스칼 베네송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
르 반 방 전 주미국베트남대사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슈 첸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2:50-14:00 오찬

14:00-15:20

세션 Ⅲ. 경제적 연계성: 한반도와 세계의 연결
사회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
정계영 중국 푸단대학교 연구센터 주임
크리스토퍼 덴트 영국 에지 힐 대학교 선임강사
슈르후 도르쯔 몽골과학아카데미 중국연구부장

15:20-17:20 휴식
17:20-18:0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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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Program

Theme: “The Ways to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 15:40-17:00 Intergovernmental Meeting (Closed Session)

Time Program
08:30-09:00 Registration

09:00-09:30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PAIK Haksoon, President of the Sejong Institute 

Congratulatory Remarks LEE Taeho,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OK
Welcome Remarks KIM Bong-hyun, President of the Jeju Peace Institute

09:30-09:50 Coffee Break

09:50-:11:10

Session Ⅰ. Multilateral Cooperation Dialogues: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
Moderator KIM Ki-Ju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Panel

DELURY John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SIS 
SWANSTRӦM Niklas Director,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DROBININ Alexey Deputy Director for Foreign Policy Planning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ENKHBAIGALI 
Byambasuren Director,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of Mongolia

XIN Qia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HONG Kyudok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IKKAWA Gen Director, Hiroshima Peace Institute

11:10-11:30 Coffee Break

11:30-12:50

Session Ⅱ. Regional Security: A Safer Northeast Asia, A Safer World
Moderator KIM Joon Hyung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Panel

KӦNIG Marietta External Cooperation Officer, Office of the OSCE Secretary 
General

VENNESSON Pascal Professor, 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LE Van Bang Former Ambassador of Vietnam to the United States
KIM Jina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XUE Chen Research Fellow,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CHO Seong Ryoul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12:50-14:00 Luncheon

14:00-15:20

Session Ⅲ. Economic Connectivity: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orld

Moderator YOON Deok Ryo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anel

LIM Kang-Tae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NAPPER Marc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U.S. Department of State
SHIN Beom Shi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ZHENG Jiyong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DENT Christopher Senior Lecturer, Edge Hill University
DORJ Shurkhuu Director, IIA,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15:20-17:20 Coffee Break
17:20-18:00 Wrap-Up and Clos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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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배경 및 목적 | Background and Objective

북아지역은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가 상존하고 있어, 역내 국가들의 상생 번영을 위한 평화협
력의 환경 조성 노력이 긴요합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 등 다자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의 외연을 동북아를 넘어 아세안, 인도 및 유라시아 등으로 확장(플
러스)시켜 나간다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역내 다자평화안보 협력
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고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 축적하고자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다수의 구성요소들이 자유로이 모일 수 있는 장을 의미하며, 한국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역내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평화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고
자 합니다. 동 플랫폼을 통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안보･경
제･사회･문화 등을 포괄하는 협력방안의 정기 논의를 통해 동북아지역 다자평화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부터 동북아 평화협력 관련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정부간 협의회(Intergovernmental 
Meeting o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및 1.5트랙 ｢동북아평화협력포럼(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작년 회의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및 ASEAN 등 
대화파트너를 신규로 초청하여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역안보 이슈도 의제로 다룸으로써 논의의 포괄화라
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11.28 서울에서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정부간 협의회｣(외교부 주최) 및 1.5트랙 ｢동북아평화협력포
럼｣(세종연구소 및 제주평화연구원 공동주최)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역내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조치, 경제적 연계성 강화 및 향후 다자협력 추진방향 등을 논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포괄적 협력과 
상호 신뢰구축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7

회의배경 및 목적 | Background and Objective

n the midst of tension and competition in the geopolitic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 continued 
effort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re crucial – this is a sine qua non for the sake of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As part of the efforts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o build up a practice of dialogue and 
cooperation.

Based on its past achievements,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create a “Responsible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which is one of the key policy goals. This demonstrates the government’s unwavering 
commitment to deepening mutual cooperation with ASEAN, India, and Eurasia as well as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To this end, the Korean government is seeking to build a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NAPC) Platform” to generate new momentum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foster 
practices of continued dialogue and collaboration.

The term “platform” could be defined as a place for open discussion. The Korean government is seeking 
to make the “NAPC Platform” a stable venue for dialogue, enabl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hare their views and engage in discussions not only on peace and cooperation but any 
agenda item that they may deem necessary. This Platform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two ways: (1) 
expanding the scope of cooperation at both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and (2) the 
holding of regular discussions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a whole range of areas including the 
security, economic, societal, and cultural spheres. Through such a Platform,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pave the way for a multilateral system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held the NAPC Forum (Track 1.5) and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NAPC since 2014. Last year, it invited to the Forum and the Meeting new dialogue partners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and ASEAN, which served to expand the horizons of the cooperation. In addition, 
to allow for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s, regional security issues were newly included on the agenda. 

On November 28, the 2018 NAPC Forum will be hel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co-hosted by 
the Sejong Institute and the Jeju Peace Institute.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NAPC), hos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will also be held.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discuss various issues including 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 economic connectivity, and way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year’s Forum and Meeting will serve to further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the comprehensive 
cooperation and mutual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the reg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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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Ⅰ | Session Ⅰ
그간 동북아협력대화(NEACD) 및 울란바타르대화 등 역내 다자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를 위한 메커니즘은 사실상 부재한 한편, 
다양한 역내 갈등 해소 등을 위해 관련국간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세션1>에서는 
기존 다자협력대화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을 참고하여 향후 역내 다자협력대화의 중장
기적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국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 마련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이 역내 다자협력 증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모색
해 보고자 합니다.
There have been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uch as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and the Ulaanbaatar (UB) Dialogue. However, in the 
absence of a mechanism for discussions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there continues 
to be a great need for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to address various regional issues. In this session, 
the participants will review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dialogues and discuss medium and long-term goals for a multilateral cooperation dialogue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we expect this session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how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NAPC) Platform can play a role for the enhancemen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gion.

세션 Ⅰ 
Session Ⅰ

기존 다자협력대화의 성과 및 한계, 미래 방향성
Multilateral Cooperation Dialogues: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

사회
Moderator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
KIM Ki-Ju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주요의제
Agenda

1. 기존 다자협력대화의 성과 및 한계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Dialogues in the Region
- 동북아협력대화 및 울란바타르대화 등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Ulaanbaatar (UB) Dialogue, etc. 

2. 향후 추진방향 Future Direction
- 역내 다자협력대화의 중장기적 목표 및 방향성

Medium and Long-term Goals for a Multilateral Cooperation Dialogue in the Region
-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의 정체성 및 역할

The Identity and Role of the NAPC Platform

패널
Panel

∙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DELURY John (Yonsei University GSIS)
∙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소장)
  SWANSTRӦM Niklas (Director,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 알렉세이 드로비닌 (러시아 외교부 대외정책기획국 부국장)
  DROBININ Alexey (Deputy Director for Foreign Policy Planning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 비암바수렌 엔크바이갈리 (몽골전략연구소 소장)
  ENKHBAIGALI Byambasuren (Director,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of Mongolia)
∙ 신치앙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XIN Qia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HONG Kyudok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겐 키카와 (일본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소장)
  KIKKAWA Gen (Director, Hiroshima Pea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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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가 상존하고 있으며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일천한 바, 역내 
평화 및 상생번영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국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션2>에서는 
초기단계에서 가능한 신뢰구축조치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동북아 지역내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CSCE/OSCE의 역내 신뢰구축 경험 및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신뢰구축조치 사례
(미군 유해송환 등)를 살펴보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의 적용 가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동북
아 지역내 현재 가능한 안보협력 방안(예컨대, 군사당국간 해상 수색구조 훈련 등) 및 향후 역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요소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역내 국가들의 신뢰구축 및 다자안보협력 노력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ortheast Asia, which is characterized by tension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still lacks experienc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uilding trust among the countries is crucial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peace and mutual prosperity in the region. In this session, the participants will discuss early stag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 exploring how trust can be fostered in Northeast Asia. Through 
case studies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and the normalization process of the U.S.-Vietnam relations 
(e.g. recovery of POW/MIA), the participants will draw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participants will also discuss possibl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e.g. joint 
maritime search and rescue exercises) and key elements for a lasting peace regime, exploring ways to 
achieve a safer Northeast Asia. The discussions in this sess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confidence-building among the countries and their efforts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세션 Ⅱ 
Session Ⅱ

지역 안보: 더 안전한 동북아시아, 더 안전한 세계
Regional Security: A Safer Northeast Asia, A Safer World

사회
Moderator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KIM Joon Hyung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주요의제
Agenda

1. 초기단계에서의 신뢰구축조치: 사례연구 및 적용 가능성 도출
Early Stag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ase Study and Applicability
- CSCE/OSCE 경험의 동북아지역에의 적용 가능성

Lessons from the CSCE/OSCE Applicable to Northeast Asia
-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신뢰구축조치(미군 유해송환 등)

The U.S.-Vietnam Rapprochement – Recovery & Identification of POW/MIA
2. 향후 협력방안 Way forward

- 역내 군사당국간 협력 증진 방안
Ideas for Improving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in the region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
Key Elements for a Lasting Peace Regime

패널
Panel

∙ 마리에타 쾨니그 (OSCE 사무국 대외협력관)
  KӦENIG Marietta (External Cooperation Officer, Office of the OSCE Secretary General)
∙ 파스칼 베네송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
  VENNESSON Pascal (Professor,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르 반 방 (전 주미국베트남대사)
  LE Van Bang (Former Ambassador of Vietnam to the United States)
∙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KIM Jina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슈 첸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XUE Chen (Research Fellow,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HO Seong Ryoul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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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등의 공동번영으로 확산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내 주요국이 각각의 지역협
력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협력구상간 상호보완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션3>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 등 주요 지역협력구상에 대해 살펴보고 상호 경쟁구도
가 아닌 상호보완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기회와 도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특히 유럽석탄철
강공동체에서 시작해 유럽연합으로 이어진 유럽의 경험은 동 구상 추진에 있어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New Northern Policy, one aspect 
of which is to expand the influence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promote the mutual 
prosperity of East Asia and Eurasia. As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seeking their own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complementarity among the initiatives. In this session, 
the participants will take stock of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such as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discuss how to achieve a synergy through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This session also aims to discus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Korea’s “East Asian Railroad 
Community (EARC)” initiative. Europe’s experience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developing into the European Union (EU) may serve as an excellent precedent in the pursuit of the EARC 
initiative.

세션 Ⅲ 
Session Ⅲ

경제적 연계성: 한반도와 세계의 연결
Economic Connectivity: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orld

사회
Moderator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OON Deok Ryo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주요의제
Agenda

1. 지역 경제협력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역내 주요국 지역협력구상 검토

Assessment of the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and Strategies
- 지역협력구상간 상호보완성 및 협력 증진 방안

Way Forward: Creation of a Synergy among Initiatives and Strategies
2.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The East Asian Railroad Community

- 기회와 도전과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에의 기여 가능성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ontribution to Northeast Asia’s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 방안
Experience of European Integr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Railway Community

패널
Panel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IM Kang-Tae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KNAPPER Marc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U.S. Department of State)
∙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
  SHIN Beom Shi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정계영 (중국 푸단대 연구센터 주임)
  ZHENG Jiyong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 크리스토퍼 덴트 (영국 에지 힐 대학교 선임강사)
  DENT Christopher (Senior Lecturer, Edge Hill University)
∙ 슈르후 도르쯔 (몽골과학아카데미 중국연구부장)
  DORJ Shurkhuu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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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Opening Session

■ 개회사 Opening Remarks

백 학 순
PAIK Haksoon 
 
세종연구소 소장
President of the Sejong Institute

■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이 태 호
LEE Taeho  
 
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관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OK 

■ 환영사 Welcome Remarks

김 봉 현
KIM Hong-hyun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President of the Jeju Pea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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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Moderator
김기정
KIM Ki-Jung
연세대학교 교수
Professor, Yonsei University

김기정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 동아시아 역사, 한국 외교 
정책 등이다. 1989년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에서 정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처장, 동서문
제연구원 원장, 행정대학원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을 맡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지역 정치, 미국 외교 정책,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많은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으
며, 주요 저서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 관계 연구(2003), 1800자의 
시대 스케치(2011), “한미동맹의 변화(US-ROK Alliance in Transition)”(2008),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The US and East Asian Regional Order)”(2008)가 있다. 현재 주요 연구 주제는 문화, 
국제관계, 공공 외교,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이다.

Ki-Jung Kim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has been teaching and conducting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n International History, and Korea’s Foreign Policy. He received Ph.D. from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in 1989. He served as policy advisor for the Korean government: f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Unification, and National Defense during 2004~2008. 
At the university, he has served as vice-president for Student Affairs, Director of Institute of 
East-West Studies, and Dea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He was the Second 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He has written many books and articles 
on Northeast Asian regional politics, American foreign policy, and peace govern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Historical Roots of America’s Engagement in East Asia (2003); 
Sketching Our Time in 1800 Words (2011); “130 Year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Fluctuating 
History of Korea’s Coalition with US” (2011);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2008); and 
“The US and East Asian Regional Order” (2008). Current research topics focus on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ublic Diplomacy, and Building Peaceful Order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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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델러리 
DELURY John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SIS

존 델러리 교수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언더우드 국제대학 조교수이다. 그는 근대 중국 역사학자로
써 미중 관계, 한중 관계 및 북한 문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오빌 셸과 함께 돈과 힘: 중국의 부강을 
이끈 11인의 리더를 저술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연구는 Asian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Studies, Late Imperial China 등의 학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Global Asia, 38 North 등에도 글을 기고해왔다. 아시아협회 및 태평양세기연
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CSIS의 부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국제관계위원회, 미중관계국가위원회, 북한국
가위원회의 회원으로 있다. 현재는 중국에서 투옥되었던 CIA 요원 잭 다우니 사건과 냉전 시기 미중 
관계에 대한 책을 저술하고 있으며, 북한 정치 및 역사에 대한 책을 공동 집필하고 있다. 2010년 연세대
학교에 부임하기 전 브라운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예일대학교, 베이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뉴
욕에 있는 아시아협회 미중관계센터의 부소장을 역임하였다.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John Delury is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nd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UIC). He is trained as 
a historian of modern China and works on US-China relations, Sino-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n affairs. He is the author, with Orville Schell, of Wealth and Power: China's Long March 
to the Twenty-first Century. His articles have appeared in Asian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Studies and Late Imperial China, and he contributes regularly to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Global Asia and 38 North. He is a senior fellow of the Asia Society and Pacific Century 
Institute, adjunct fellow at CSIS, and member of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and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He is currently 
writing a book about the imprisoned CIA officer Jack Downey and Cold War Sino-US relations, 
in addition to a co-authored book project on North Korean politics and history. Prior to joining 
the Yonsei faculty in 2010, Dr. Delury offered courses at Brown, Columbia, Yale and Peking 
University, and served as founding associate director of the Asia Society Center on US-China 
Relations in New York.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in history from Y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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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클라스 스완스트롬
SWANSTRӦM Niklas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소장
Director,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교수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공동 창설자이며 현재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존스홉킨스 대학 SAIS 대외정책연구소 연구원, 쓰촨 대학 겸임교수, 러산 사범대학교 
객원교수이기도 하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갈등 예방, 갈등 관리 및 지역 협력,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대외 정책 및 안보, 일대일로 구상,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과 지역 및 국가 안보에의 영향, 
그리고 협상  등이며 주요 연구 지역은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이다.

Niklas Swanström is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and one 
of its co-founders. He is a Fellow at the Foreign Policy Institute of th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Non-resident Professor at Sichuan University; and a 
Guest professor at LeShan Normal University. His main areas of expertise are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Chines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its effect 
on regional and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negotiations. His focus is mainly on Northeast Asia, 
Central Asia and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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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 드로비닌
DROBININ Alexey 

러시아 외교부 대외정책기획국 부국장
Deputy Director for Foreign Policy Planning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알렉세이 드로비닌은 러시아 외교부 대외정책기획국 부국장이다. 1995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를 졸업
한 후 그는 1996년부터 러시아 외교부 및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며, 첫해에는 분석관으로, 그 다음 해부터 
1999년까지는 터키대사관에서 외무관으로 근무를 하는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1999년부터 2001
년까지는 외교부 유럽부서의 3등 서기관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스라엘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 
및 1등 서기관을 역임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외교부 정책기획국의 참사관으로 일했으며, 외교
부 외교 정책 기획부장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국대사관에서 선임참사관
으로 근무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스라엘대사관의 공사 및 부 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러시아어, 영어, 히브리어에 능통하며 주요 관심 분야 및 지역은 세계 질서 시나리오, 세계화 대 정체성 
정치, 국제 안보, 중동 지역, 유라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북아메리카이다.

Alexey Drobinin is deputy director for Foreign Policy Planning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After graduating from the Moscow State University in 1995, he joined 
the Foreign Service in 1996. Since then, he has occupied various positions at the Foreign 
Ministry headquarters in Moscow and Russian embassies. He started his career as specialist, one 
year later he became Attache at the Embassy of Russia in Turkey until 1999. After that he 
served as Third Secretary at the Third European Department of MFA from 1999 to 2001. From 
2001 to 2005 he worked as second and first secretary at the embassy of Russia in Israel and 
from 2005 to 2009. He was counsellor for the Head of Desk of the Foreign Policy Planning 
Department of MFA. He served as senior counsellor at the embassy of Russia in the USA from 
2009 to 2014 and from 2014 to 2017 he was minister counsellor and deputy chief of Mission 
for the Russian embassy in Israel. He can speak Russian, English, Hebrew. His main interests 
focus on world order scenarios, globalization vs. identity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Middle 
East, Eurasia, Asian Pacific, and North America.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 201816

세션 Ⅰ | Session Ⅰ

비암바수렌 엔크바이갈리
ENKHBAIGALI Byambasuren

몽골전략연구소 소장
Director,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of Mongolia

비암바수렌 엔크바이갈리 소장은 몽골전략연구소 소장이다. 개발 및 안보 정책 관련 싱크탱크에 참여하
였으며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정부, 대통령실 산하 싱크탱크의 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정책 결정 관련 위원회, 자문위원회, 교육, 문화, 과학, 경제, 경제 부문 국가 기관의 위원이
기도 하다. 정책 분석, 국제관계, 안보, 거버넌스, 관리, 경제 및 사회 심리 분야에 대한 150개가 넘는 
글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Byambasuren Enkhbaigali is Director of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Mongolia. She has experiences to manage development and security policy think tanks, served 
as director of think-tank under Presidency, Government and National Security Council. She has 
backgrounds in various fields, had memberships in different policy making level councils, 
advisors boards and state organizations in education, culture, science, economy, and finance 
sectors. Published over 150 works in fields of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relations, security, 
governance, management, economics and soci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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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앙
XIN Qiang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Professor, Fudan University

신치앙 교수는 중국 푸단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설립자로, 미국연구센터 부센터장, 해양안보연구센터 부센
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대만 문제, 미중 관계, 해양 안보 문제이다. 그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중국 본토 및 홍콩, 대만)에 관한 주목할 만한 다수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현재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양안관계에 관한 푸단/하버드 세미나”의 설립
자이며 공동의장이고 시카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안보와 테러리즘에 대한 시카고 프로젝트”의 부주임이
다. 그는 또한 중국 국무원대만업무판공실, 외교부, 국가해양국에 자문을 하고 있다. 2002년 푸단대학교
에서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지금까지 미국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 하버드 대학, 아메리칸 대학에서 1년 간 객원교수로 지냈으며,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는 미국 의회 하원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Qiang Xin is the foundi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Taiwan Studies,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American Studies, and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Maritime Security Studies 
at Fudan University, China. He teaches and studies Taiwan issue, China-US relations and 
maritime security issues. Dr. Xin has written extensively and published numerous award-winning 
books and articles in the U.S., Japan, South Korea and China (Mainland, Hong Kong and 
Taiwan). He also serves on the editorial board of some esteemed academic journals. Prof. Xin 
is the founding Co-Chair of the “Fudan/Harvard Workshop of Cross-Strait Relations”, and 
Assistant Research Director of the “Chicago Project on Security and Terrorism” initiated by 
University of Chicago. Dr. Xin has frequently provided consultation to the Taiwan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of China, 
etc. In 2002, Prof. Xin received his Ph. 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Fudan University and 
joined the Center for American Studies to present. He pursued one-year visiting scholarships 
respectively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and American University. He also 
worked as a legislative assistan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 of the US Congress from 
November 2001 to Ma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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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덕
HONG Kyudok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홍규덕 교수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5년 동안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는 국방부 역사상 
일반 학자로는 처음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국방개혁실 실장을 역임하였고 아세안지
역포럼(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그룹(EEP) 정부대표, 한국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
(CSCAP) 한국위원회의 공동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유엔체제학회(KAC UNS) 학회장이자 국
제정책연구원(IPSI-Kor) 원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yudok Hong has been teaching at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for 25 years. He was 
also serving as Deputy Minister for Defense Reform,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rom 2009 
through a 2013. He became the first civilian scholar to be appointed as Deputy Minister in the 
history of Defense Ministry. He was also a member of ASEAN Regional Forum's EEP 
(Experts/Eminent Persons) and became the co-chair of the CSCAP-Korea. He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Korean Academic Council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KACUNS) and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Korea (IPSI-Kor). He is now serving as an adviso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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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 키카와
KIKKAWA Gen

일본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소장
Director, Hiroshima Peace Institute

겐 키카와 교수는 히로시마 시립 대학 히로시마평화연구소의 교수이자 소장이다. 그는 히토쓰바치 대학에
서 법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에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히로시마 슈도 대학, 고베 
대학 로스쿨, 조치 대학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그는 28권의 책, 17개의 학술논문의 저자, 
공저자, 편집자이기도 하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평화 연구, 국제관계, 국제 안보 및 예방 외교이다.

Gen Kikkawa is professor and director of Hiroshima Peace Institute of Hiroshima City 
University. He finished his Master's program in judicial science at Hitotsubashi University and 
received Ph.D. Degree at Hitotsubashi University in 1995. He served as a professor at Hiroshima 
Shud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Kobe University, and Faculty of Foreign Studies, 
Sophia University. He is the author, co-author and editor of 28 books and 17 articles. His main 
research focus on peace 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and preventiv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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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KIM Joon Hyung
한동대학교 교수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김준형 교수는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에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관계이론과 미-중, 한-미,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관계 등이다. 풀브라이트 초빙교수로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공공/국제학과에서 한-미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을 포함하여 다수의 강좌를 강의하였
으며 2011년 이후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연구중심의 싱크탱크인 한반도평화포럼(Korea Peace 
Forum)에 참여했고, 2013년에 이 포럼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고, 외교정책 자문 및 기획을 담당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정부 인수위원회
에 참여,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안보 및 외교정책 분과위) 위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북한의 핵문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관한 여러 저서를 발간하였다. 김준형 교수
는 연세대에서 학사학위를, 조지워싱턴대(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Joon Hyung Kim is Professor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Handong University, 
Korea. His areas of specialization and interests ar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east 
Asian relations including US-China, US-ROK, and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e was also 
invited as a Fulbright Visiting Scholar to George Mason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USA and taught several courses including US-Korea Relations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2011, Dr. Kim has involved in the Korea Peace Forum, 
another renowned network-based think-tank specialized in the peace and unification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me an executive director in 2013. Since 2015, Dr. Kim has been 
a member of Moon Jae In’s presidential election camp, where he consulted and wrote foreign 
policies. After Moon was elected, he joined the Government Transition Committee. Currently 
Dr. Kim i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Security and Foreign 
Policy Sub-committee). In addition to that, he belongs to Advisory Committee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Defens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r. Kim has published numerous research papers on US foreign policy,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so on. He has also published several books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Dr. Kim earned his Bachelor’s Degree at Yonsei University, and Ph.D.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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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에타 쾨니그
KӦNIG Marietta 

OSCE 사무국 대외협력관
External Cooperation Officer, Office of the OSCE Secretary General

마리에타 쾨니그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 총장실의 대외협력 책임자이며 ASEAN을 포함
한 아시아 조직, 그리고 아시아 협력동반자국, 유럽회의와의 연락 담당 업무를 수행다. 2014년 비엔
나 소재의 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국에 합류하기 전 그는 유럽연합 조지아 감시단에서 정치 및 보고 
담당관으로 근무했다. 함부르크 대학의 평화 연구 및 안보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지낼 당시 구 
소비에트 연방 지역에서 국제적 행위자의 역할, 분쟁 관리의 난제들, 인종적 정치 갈등 등에 관한 
다수의 글을 발표했다. 최근의 저작인 OSCE Yearbook 2017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아시아 
협력동반자국의 트렌드, 발전, 개념 등을 다루었다.

Ms. Marietta S. König is External Co-operation Officer in the Office of the OSCE Secretary 
General and in her function the main liaison to the 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and to eastern 
organizations including ASEAN. Her portfolio further includes liaison to the Council of Europe. 
Before joining the OSCE Secretariat in Vienna in 2014, she was a political and reporting officer 
in the European Union Monitoring Mission in Georgia. Ms. König has an academic backgroun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Peace Research and Security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where she published extensively on the root causes of ethno-political conflicts, the 
challenges of conflict management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actors in the post-Soviet region 
(2005-2010, 2018). Her recent publication looks into the concept, development and trends of 
the OSCE Asian Partnership for Co-operation (OSCE Yearb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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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베네송
VENNESSON Pascal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
Professor,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파스칼 베네송 교수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의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의 정치학 및 전략학과에 재직 중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다양한 
국제경험이 있다. 그의 연구 및 강의 분야는 국제관계와 전략 연구가 교차되는 분야로 볼 수 있으며, 
6권의 저자, 공저자, 편집자로 참여한 바 있으며 그의 학술 논문은 Armed Forces and Society,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프랑스 정치학 학술지)와 Security Studies에 게재되었
다. 스탠포드 대학의 국제안보 및 군축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머숀 국제안보연구원(Mershon Center)과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의 연구원,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벨퍼 과학 및 국제문제 
연구소(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팡테옹 소르본느(Paris I Panthéon-Sorbonne) 파리1대
학에서 석사학위 및 파리정치대학(Sciences-Po Pari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Pascal Vennesson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Strategic Studies with extensive 
international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sia at th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His research and 
teaching lie at the intersection of the fiel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trategic studies. He 
is the author, co-author and editor of six books and his refereed articles have been notably 
published in Armed Forces and Society,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French Political Science 
Review) and Security Studies. He was a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s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at Ohio State University’s Mershon Center and a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fellow at Harvard University’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e received his MA from the University Paris I Panthéon-Sorbonne and his Ph.D. from Sciences-Po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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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반 방
LE Van Bang

전 주미국베트남대사
Former Ambassador of Vietnam to the United States

르 반 방 대사는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베트남 외무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1973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베트남 외무부에 재직하였고,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주미 베트남 대사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유엔 베트남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쿠바의 아바나 대학(University of 
Havana)에서 영문학 학사를 취득했고,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대학(University of Canberra)의 
교육대학을 졸업하였다. 

Le Van Bang is former Vice Minister of Vietnamese Foreign Ministry from 2002 to 2007. He 
was posted as Ambassador to United States from 1995 to 2001. He also served as Vietnam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New York from 1993 to 1994. He started his career as 
diplomat at Vietnam Foreign Ministry in 1973 and served until 2010. He earned his B.A in 
English from University of Havana, Cuba and graduated from Canberra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 University of Canberra,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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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KIM Jina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김진아 박사는 미-북 관계와 핵 비확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터프츠 대학
(Tufts University) 플레처 행정대학원(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고,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와 인도주의적 개입을 강의 중이다. 청와대 자문위원회, 통일부, 
한-미 연합사령부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평가위원과 청와대 
공공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북한 핵무기 위기(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Crisis)(2014)를 출간했고, 북한과 아시아의 변화하는 핵 지형(North Korea and Asia’s Evolving 
Nuclear Landscape)(2017), 해양 안보와 통치(Maritime Security and Governance)(2014), 북
한 위기와 지역적 대응(The North Korea Crisis and Regional Responses)(2014),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The North Korean Military Secret Report)(2013)를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최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이란 핵 협상의 영향을 중심으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관련된 현안들”(2018), “전략물
자 북한 수출 통제에 대한 평가”(2017),“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동맹”(2017),“한반도에서의 
벼랑끝 핵 전술과 위기 상황 의사결정에서의 인지변수의 효과”(2016) 등이 있다.        

Jina Kim is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specializing in 
US-North Korea relations,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She holds 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and teaches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ory and Practice” at Yonse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he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Policy Review Board for the Prime Minister’s Office. She is also serving on the Blue House’s 
Public Information Committee. She authored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Crisis (Palgrave 
MacMillan, 2014) and co-authored North Korea and Asia’s Evolving Nuclear Landscape (NBR, 
2017), Maritime Security and Governance (Chug Hsing National University, 2014), The North 
Korea Crisis and Regional Responses (East-West Center, 2014),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 
Secret Report (Planet Media, 2013). Her recent publication in academic journals includes 
“Assessing Export Controls of Strategic Items to North Korea” (2017), “North Korea’s Strategic 
Alliance towards Becoming a Nuclear Weapons State” (2017), “Nuclear Brinkmanship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ffects of Cognitive Variables in Crisis Decision Making” (2016)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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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첸
XUE Chen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Research Fellow,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슈 첸 박사는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1994년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에 합류했고, 현재 해양/극지 연구소(Center for Maritime and Polar 
Region Studies)의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로 한국학과 해양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이 분야의 연구로 몇 차례 중국에서 사회과학상을 수상한 바 있고, CCTV와 같은 주요 매체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활발히 다루고 있다. 푸단대학교(Fudan University)에서 역사학 학사, 국제정치학 석사
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7년 난징의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Center in Nanjing, 
JHU)을 다녔고, 2000년에는 일본국제관계연구소(JIIA)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음. 2006년, 2011년, 
2012년에 미국무성 초청으로 동북아시아 안보심포지움(Symposium of Northeast Asia Security)에서 
발표를 하였으며, 2012년 미 국무성 세계지도자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에 초청된 바 있다. 2012년, 2015년에는 한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한국의 싱크탱크를 방문, 2016년에는 
미 국방성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가 하와이에서 주관한 5주간의 안보세미나(ASC 16-1)에 
참석한 바 있다. 2017부터 2018년까지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연구원이고, 아주대학교에서 북한 제재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hen Xue is Research fellow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joined in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1994, and fellow of Center for Maritime and Polar Region Studies. 
He has been focusing on the Korean Study and maritime security, which won him several social 
scientific awards in China. He is active on East Asia security with mainstream media, such as 
the China Central Television. Dr. XUE Chen, Bachelor of history, MA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h.D. of Fudan University in 2011, went to SAIS Center in Nanjing, JHU in 1997 and 
recruited as fellow of JIIA in 2000.  In 2006, 2011, and 2012, he was invit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as presenter for Symposium of Northeast Asia Security. He was also invited by the 
USDOS as participant of the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IVLP) in 2012. In 2012 
and 2015, Dr. Xue was invited by the ROK MOFA to visit think tanks in Korea. In 2016, 
he participated a 5-week security seminar (ASC 16-1) by the APCSS of US Department of 
Defense in Hawaii. Dr. Xue Chen is also a 2017-18 fellow of KFAS and conducted a study 
on sanctions against the DPRK at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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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CHO Seong Ryoul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조성률 박사는 국제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수석연구위원 및 국제안보프로그램 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의 고문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박사는 도쿄 동경대와 게이오대, 그리고 베이징의 중국 외교대학(Chinese Foreign Affairs 
University)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 후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를 취득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 국제문제에 관한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주한미군: 회고와 전망(2003), 한반도
의 평화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체제 관찰(2007), 새로운 한국의 비전: 탈핵, 평화, 통일의 한국
(2012), 전략적 공간에서의 국제정치학: 핵무기 전쟁 지역과 우주, 사이버공간에서의 군비경쟁(2016) 
등이 있다. 

Seong Ryoul Cho is a principal research fellow and was a director of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at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He is advisor for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of the Blue Hous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epartment of Unification, 
and a standing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e was a Visiting Fellow 
at Tokyo University, Keio University in Tokyo and at Chinese Foreign Affairs University in 
Beijing. He graduated in Chemic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82 and holds 
an MA and a Ph.D in political science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He was a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AIS) and a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KANS). He has contributed a number of writings 
on contemporary military and international issu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US Forces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2003 and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bservations on the DPRK Regime, 2007, The New Korean Vision: 
Denuclearized, Peaceful and Unified Korea, 2012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Strategic 
Spaces: Arms Races in the War Domains of Nuclear Weapons, Spaces, Cyberspaces, 2016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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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Moderator
윤덕룡
YOON Deok Ryo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윤덕룡 박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그는 한국태평양경제위원회 사무국장 및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
다. 2014년에는 G20 Working Group에서 다자개발은행(MDB) 한국 측  대표를 맡았다. 청와대 및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위원이다. 
북방경제협력 경제포럼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및 국제금융
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독일 Kiel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Deok Ryong Yoon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e was an executive director of PECC Korea and director general of APEC 
Education Foundation. He worked also as a Senior Advisor to the Minister of Finance. He also 
served as the Korean representative of the G20 Working Group for MDBs in 2014. He has 
joined a number of expert groups and advisory committees affiliated with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nd presidential office in Korea. Currently he is a member of 2018 Mid-and Long-term 
Strategy Committee o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 also works as a Financial Forum 
of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He serves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Financial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o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addition, He is a 
president of Korea International Finance Association.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in 
economics from Kiel University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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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LIM Kang-Taeg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임강택 박사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1996년 뉴욕 주립대학교 올버니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
를 받았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의 회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2012년부
터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ang-Taeg Lim is a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e got 
a Ph. D. in Economics a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at 1996. During 2003-2006, 
he worked, as an expert advisor, in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During 2013-2018, he participated in KCRC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a chairman of policy planning committee. From 2012, he has been an adjunct 
professor i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29

세션 Ⅲ | Session Ⅲ

마크 내퍼
KNAPPER Marc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U.S. Department of State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현재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
서 학사를, 미 육군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3년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주일본대사관에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
였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무부 중국·몽골과 정치·군사담당관을 역임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주베트남대사관 정무참사관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일본대사관 정무팀장, 2010
년부터 2011년 8월까지는 주이라크대사관 정무참사관으로 근무하였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
지는 국무부 일본과장을,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국무부 인도과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역대 최연소 차석으로 임명되어 2018년 7월까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에 능통하다.

Marc Knapper is the U.S. Department of State’s current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Japan and Korea. He received his B.A. from Princeton University and M.A. from Army 
War College. He began his diplomatic career at the U.S. Embassy in Seoul in 1993 and, 
subsequently, worked at the U.S. Embassy in Tokyo (1995-1997) and the U.S. Embassy in Seoul 
(1997-2001). He was the U.S. Department of State’s Political-Military Officer in charge of China 
and Mongolia (2001-2004). He served as Political Counselor at the U.S. Embassy in Hanoi 
(2004-2007), as Deputy Head of Political Section at the U.S. Embassy in Tokyo (2007-2010), 
and as Political Counselor at the U.S. Embassy in Baghdad (2010-2011). He later served as 
the U.S. Department of State’s Director of Japanese Affairs (Aug. 2011-Aug. 2014) and Director 
of India Affairs (Aug. 2014-Mar. 2015). In April 2015, he became the youngest ever to be named 
Charge d’Affaires and Deputy Chief of Mission at the U.S. Embassy in Seoul, a role he fulfilled 
until July 2018. He speaks fluent Korean, Japanese, and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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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식
SHIN Beom Shik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신범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학장이며, 동대
학 중앙아시아 센터장, 국제문제연구소 복합안보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Beom Shik Shin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erves as a vice-dean for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lso works as a director for the center for Eurasian and Central Asian 
Studies, Asia Center and the center for Complex Security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He received his B.A. and M.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earn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Moscow State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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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영
ZHENG Jiyong

중국 푸단대 연구센터 주임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정계영 교수는 현재 푸단대학교에서 부교수, 동 대학 한국·북한연구센터의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상하이 한국연구소의 사무국장이기도 하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외국어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졸업 
후 1995년부터 한반도 군사 및 외교 연구를 하였다. 인민해방군에서 퇴직한 후 2009년 푸단대학교에 
합류했다. 푸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post-doctor)을 마쳤다.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김일성종합대학에,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서울대학교에 방문학자를 지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한 
국내 정치, 한반도를 둘러싼 양자, 다자간 관계이다. 100개 이상의 학술 논문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10권 이상의 책을 저술, 편집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정당 체제(ROK’s Political 
Party Systems)(2008), 한국의 의회 정치(ROK’s Parliamentary Politics)(2017), 한반도에서의 
“갈등-화해” 주기: 중국의 관점에서(The “Conflict-Reconciliation” Cycle on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Perspective)(2012),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로드맵: 중국의 관점에서
(Road Map to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 Chinese Perspective)(2015) 등이 있다.

Jiyong Zheng was born in Suixian, Henan Province on April 1973. He currently served as 
Associate Professor and director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Secretary- 
General of Shanghai Institute of Korean Studies. Zheng Jiyong joined the army and studied 
at the School of Foreign Languages,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In 1995, he was 
assigned to research the military and diplomacy of Korean Peninsula after graduation. In 2009, 
he retired from the army and joined Fudan University. He got his Doctoral Degree at Fudan 
University, and had post-doctoral experiences at IFES, Kyungnam University, ROK (2009.09- 
2010.12), and in Kim Il Sung University, DPRK (2014.07-11), and a Visiting schola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ROK (2016.09-2017.09). His research focuses on domestic politics in the 
two Koreas 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He is the 
author and coauthor of more than 100 scholarly articles and author or editor of more than 10 
books, including ROK's Political Party Systems (2008), ROK’s Parliamentary Politics (2017) 
and The “Conflict-Reconciliation” Cycle on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Perspective 
(2012), and Road Map to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 Chinese Perspectiv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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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덴트
DENT Christopher

영국 에지 힐 대학교 선임강사
Senior Lecturer, Edge Hill University

크리스토퍼 덴트 교수는 에지 힐 대학교 경제경영학과 선임강사이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무역 관계, 
에너지·기후 변화, 동아시아의 국제경제체제에의 영향 등이다. 그는 14권의 책과 100개가 넘는 학술논문 
및 여러 연구서의 저자이다. 최근 저서인 동아시아 지역주의(제2판)(East Asian Regionalism)
(Routledge, 2016)로 그는 오시라 마사요시 기념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독일, 스웨덴, 일본, 남한, 라오스, 미국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연합(EC), 아세안(ASEAN) 사무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사무국, 중미경제통합사무국
(SIECA), 나이키 주식회사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아프
리카, 중동 및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열리는 행사 및 학술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Christopher Dent is Senior Lecturer in Economics and Business at Edge Hill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interests focu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energy and climate change, 
as well as East Asia’s impact on the global economic system. He is the author of 14 books 
and over 100 academic articles and other papers. His latest book, East Asian Regionalism, 2nd 
Edition (Routledge 2016) was awarded the Masayoshi Ohira Memorial Foundation ‘Special 
Prize’. He has acted as a consultant advisor to the British, Australian, Chilean, German, Swedish, 
Japanese, South Korean, Lao PDR and United States governments, as well as the Asian 
Development Bank, European Commission, ASEAN Secretariat, APEC Secretariat, Secretariat 
for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and Nike Inc. He has been an invited speaker at 
conferences and other events in Asia, Europe,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frica, Middle 
East and Oce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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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Ⅲ | Session Ⅲ

슈르후 도르쯔
DORJ Shurkhuu

몽골과학아카데미 중국연구부장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슈르후 도르쯔 박사는 역사학 박사로 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중국연구부 부
장이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몽골-중국 및 몽골-러시아 관계, 몽골의 외교 역사, 철도 및 광업의 지정
학 등이다. 그는 200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을, 2013년 4월부터 2015
년 2월까지 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몽골 학술지인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영어판 및 Оlon uls sudlal(International Studies in Mongolian)의 편집
장이기도 한데, 이들은 국제관계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술지이며 몽골의 대외 정책, 정치, 경제에 
대한 저명한 몽골학자들과 해외학자들의 탁월한 연구 성과들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그는 중국 
연구를 위한 몽골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Shurkhuu Dorj is Ph. D in History (1999), The Head of Department of China Studies,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IA),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MAS). His major field of research is as following: Mongolia-China and Mongolia-Russian 
Relations, Diplomatic History of Mongolia, Geopolitics of  Mining and Railway. He served as 
Director of IIA from April 2013 – February  2015 and  as Deputy Director from January 2000 
–  April 2013. Managing Editor of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MJIA) in 
English and Editor-in-Chief of the Journal “Оlon uls sudlal”(International Studies in Mongolian), 
which are published annually by the IIA and offer the most authoritative articles by leading 
mongolian and  foreign scholars  on foreign policy, politics, and economics of Mongolia. He 
is Head of the Mongolian Association for China Studies since 2015.



▪ Main Hotel, 3F  Floor Plan

▪ Main Hotel, 6F

그랜드 볼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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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안내 | Venue Information

■�호텔 정보 Hotel Information

   포시즌스 호텔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새문안로 97 우 03183
   Four Seasons Hotel Seoul, 97 Saemunan-ro, Jongno-gu, Seoul 03183, Republic of Korea
   TEL: +82 (2) 6388-5000

■�행사장 배치도 Venue Layout

*15:40-17:00 정부간 협의회 개최 Intergovernmental Meeting (Closed Session)

시간 Time 프로그램 Program 장소 Venue
09:00-09:30 개회식 Opening Session 3F. 그랜드 볼룸 II  GRAND BALLROOM II
09:30-09:50 Coffee Break
09:50-11:10 세션 I Session I 3F. 그랜드 볼룸 II  GRAND BALLROOM II
11:10-11:30 Coffee Break
11:30-12:50 세션 II Session II 3F. 그랜드 볼룸 II  GRAND BALLROOM II
12:50-14:00 오찬 Luncheon 6F. 누리 볼룸  NURI BALLROOM
14:00-15:20 세션 III Session III 3F. 그랜드 볼룸 II  GRAND BALLROOM II
15:20-17:20 Coffee Break
17:20-18:00 폐회식 

Wrap-Up and Closing Session 3F. 그랜드 볼룸 II  GRAND BALLROOM II

행사장 도면

전체 회의장, 오찬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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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객실 정보  Room Information
   체크아웃 시간은 12시 이전이며 무료 Wi-F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객실 요금 및 27일 저녁을 제외한 모든 추가비용은 참석자분들께서 직접 호텔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Check-out time is by 12pm. Complimentary Wi-Fi is available
   * Note: Participants should settle payments directly with the hotel on all additional expenses other than 

27th dinner and the room rates—such as telephone calls, business center use, laundry, room service 
and hotel transportation services, mini-bar items, as well as restaurant and bar services.

■ 식사  Meals
   조식은 호텔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일 중식 제공됩니다.
   Breakfast is included in the room rate. Lunch on November 28 will be provided.

 등록 및 행사문의 | RSVP and General Information
■ 포럼 준비사무국  Forum Secretariat
   TEL  +82 (31) 750-7613, 7616    FAX  +82 (31) 723-6508   

■ 담당자 연락처  Contact Info. 
우정엽 박사 Dr. WOO Jung-yeop

Forum Planning and Coordination
E-MAIL woo@sejong.org
TEL +82-31-750-7594

황재준 박사 Dr. Hwang Jae-joon
Forum Planning and Coordination

E-MAIL trapeze@sejong.org
TEL +82-31-750-7548

한인택 박사 Dr. HAN Intaek 
Forum Planning and Coordination

E-MAIL ihan@jpi.or.kr
TEL +82-64-735-6500

이지은 LEE Ji Eun
Forum Secretariat

E-MAIL jieunlee@sejong.org
TEL +82-31-750-7613

안아람 AHN Ahram
Forum Secretariat

E-MAIL ahnar@sejong.org
TEL +82-31-750-7616

김은진 KIM Eunjin
Forum Secretariat

E-MAIL eunjink54@gmail.com
TEL +82-31-750-7597

공도영 GONG Doyoung
Forum Secretariat

E-MAIL napc@sejong.org
TEL +82-31-750-7597

고정선 KO Jeongseon 
Forum Secretariat

E-MAIL jsko@jpi.or.kr
TEL +82-64-735-6532

양영식 YANG Youngsik 
Forum Secretariat

E-MAIL ysyang@jpi.or.kr
TEL +82-64-735-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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