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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차보고를 드리며
2018년에 한반도와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서울국제포럼에도 많은 토론의 장이 있었
고, 이에 관련한 정책연구 보고서도 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세 변화요인은 한
반도의 대화 분위기 조성과 긴장 완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그리고 점차 가속
화되고 있는 기술의 대전환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시장정책
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2월에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에서 열린 제23회 동계올림픽에 남북한 선수들
이 한반도기를 앞세우며 같이 입장하고, 개막식에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포함하는 북한의 대표단이 참석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고 대
화 분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
이 개최되었고, 5월 26일에 제2차 문-김 회담이 있었으며,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
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20일에는 문재인 대통
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세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서울국제포럼은 3월에 아젠
다워크숍과 8월의 평창세미나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했고, 9월에는
다섯 분의 회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미국의 워싱턴과 보스턴에 파견하여 전문가
와의 면담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한국-미국-북한 간의 일련의 숨
가쁜 대화는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개
최된 제2차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
니다.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주도권 경쟁
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4월 말에 회원과 전문가를 포함하는 21명에 달하는 연구팀이
중국의 선전시를 방문해서 텐센트, ZTE, DJI(세계 1위의 드론회사) 등 회사를 방문하
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서 “중국의 기술 추월과 그 파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
다. 미·중의 패권경쟁은 지금 진행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의
경쟁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기술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은 100년이 되었습니다. 방
대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달성했고,
1920년경부터 기업 내 연구·개발(R&D)을 시작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통
신 등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확실한 기술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1980년 이후 진행
된 정보혁명에서도 미국의 기술우위는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와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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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이러한 미국의 기술 우위에 대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만 해도 중국경제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봤고,
중국도 더 잘살게 되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중국은 정치체제가 오히려
권위주의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제도와 체
제를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중 간의 경
쟁은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고, 기술패권과 체제 우위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 양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2018년에 서울국제포럼은 3개의 양자 포럼(bilateral forum)을 주관했습니다. 6월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9차 서울-도쿄 포럼은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
을 했습니다. 또한, 공동개최 기관이었던 세계평화연구소가 Nakasone Yasuhiro
Peace Institute로 개명을 했으며, 2018년이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100세가 되는
해여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홍구 이사장과 나카소네 명예회장의 공동명의로 양국의
미래발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 변화와 기술의 대전환에 따른 양국 산
업의 발전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특히, 점차 부상하는 인도의 전략적인 위상으로 인하
여 한국 측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12월에 서울에서 개최
된 한국-캐나다 포럼에서는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정세, 글로벌 질서변화, 인공지능으
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 그리고 인구와 이민 문제에 대해
서도 토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16차 캐나다 회의에는 캐나다 측에서 19명의
대표가 참석해서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토론의 내용과 수준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세 개의 양자 포럼을 주관하신 여섯 분의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쿄
포럼은 류진 의장, 박철희 간사가, 인도 포럼은 안충영 의장과 채욱 간사, 캐나다는 임
성준 의장과 안덕근 간사가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각각 외교·안보, 경제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세 차례의 워크숍이 있
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제2차 워크숍의 주요 내용과 정책 건의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했습니다. 2018년의 영산외교인상은 과도기에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끈 안호영 전 주미대사와 그동안 활발한 민간외교를 펼친 최정화 한국외
국어대학교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2018년에 서울국제포럼은 ‘공익사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포럼의 정책제안과 대외 발
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일신하여 영어 중심으로 바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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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리고 그간 수차례 발신했던 Seoul Perspective를 영어로 전환해서 중요한
외교 및 정책 현안에 대한 한국의 견해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수시로 의견과 견해를
발표하여 인터넷으로 배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서울국제포럼의 발신력은 약합니다. 체
계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의 영문 발제도 대체로 부진합니
다.

서울국제포럼이

한국과

세계의

교류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Seoul

Perspective의 활성화는 서울국제포럼의 큰 과제입니다. 서울국제포럼이 2017년에 연
세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서울국제포럼 아카이브’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사
업은 2018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 보관 중인 2010~2015년 사이
생산된 전자문서, 출판물 및 주요 문서 원본들은 이미 이관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
국제포럼의 1986년 창립 이후 32년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김달중 명예회장님이 개인 소장 자료를 정리해서 포럼에 전달해 주신 것
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달중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는 7명의 회원을 새로 모시게 되어서 서울국제포럼의 총회원 수가 정회원
100명과 명예 회원 10명을 포함해서 총 110명이 되었습니다. 새로 회원이 되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
수,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
건대학원 교수,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2018년 서울국제포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여러 기관과 후원자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금년에도 기업가 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찬조가 있었으며, 외부 기관으
로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보수도 없이 자원 봉
사해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회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 여건 속에서 우리 포럼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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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원 정책토론
1. 세 미 나
1) 제 19차 평창세미나
l 일

시 : 2018년 8월 24일(금) ~ 26일(일)

l 장

소 : 휘닉스 평창

l 주

제 : 대한민국 안보 및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제언

l 참 석 자 :
김갑유(정선경)

김달중(김옥경)

김

윤(김유희)

김정수(이현숙)

김항덕(이혜원)

류우익(표명윤)

민선식(이상원)

박인국(김미영)

박철희(정효근)

사공일(이영희)

손지애(이유나)

안병준(조영자)

유세희(김문자)

유장희(송정화)

이경훈(윤미덕)

이승훈(정선기)

임성준(홍귀주)

정구현(박은경)

정종욱(김화원)

채

최

강(한혜욱)

한덕수(최아영)

한승주(이성미)

함재봉(김유현)

한철수(이선자)

홍석현(신연균)

욱(박금미)

김기환

김성한

김우상

김진현

김철수

박형수

송상현

안충영

엄구호

윤영관

윤희숙

이신화

이인실

이재승

이홍구

장

정몽준

정재호

조영태

한승수

홍기택

최유미(실장)

훈

진슬아(인턴)

김이수(Junior Fellow)

손규원(Research Fellow)
l 초

청 :

서승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신창환(황윤정)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최병일(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l 프로그램 :
8월 24일 (금)
12:00~14:00

호텔 체크인 및 개별 오찬

… Forest Hall (1F)
14:00~14:10

세미나 개회
개회사: 정구현 회장
환영사: 이홍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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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7:10

제1세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진단과 제언
사 회: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 제: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발 제: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발 제: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발 제: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발 제: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발 제: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14:10~15:30

북핵/북한 문제의 진단과 제안

15:30~15:50

Coffee Break

15:50~17:10

비핵화 합의 너머의 한국 안보 및 외교

17:20~18:00

서울국제포럼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
정재호 프로그램위원장
이신화 연구위원장
손지애 섭외위원장

18:30~20:30

만찬

… ONDO (3F)

8월 25일 (토)
06:30~12:00

골프 / 등산 / 휴식

12:00~13:30

오찬

… ONDO (3F) 또는 골프클럽
… Forest Hall (1F)

14:00~15:40

제2세션: 중국의 기술추월과 그 파장
- 제2차 China Study Mission (심천 방문) 보고

사
발
발
발
발

회:
제:
제:
제:
제:

박인국
서승우
신창환
정구현
최병일

15:40~16:00

Coffee Break

16:00~17:40

제3세션:
사 회:
발 제:
발 제:
발 제: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박형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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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마무리 세션

18:30~20:30

만찬

… ONDO 바베큐 (3F)

8월 26일 (일) 자유시간 / 귀경

2. 강연회 및 간담회
1) Michael DOYLE 콜럼비아대 석좌교수 초청 오찬간담회
l 일

시 : 2018년 5월 29일(화) 12:00 ~ 14:00

l 장
l 주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제 : 신냉전(A New Cold War)의 도래?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가
인권과 국가안보에 주는 함의

l 참 석 자 : 김기환
신웅식
정구현

김달중
안병준
정종욱

김종석
윤영관
함재봉

김진현
이경태

박인국
이신화

손지애
이홍구

2) 북핵 Task Force 방미결과 디브리핑
l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12:00 ~ 14:0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참 석 자 : 권구훈
김달중
김성한
김 윤
김진현
박영주
박인국
송경진
송상현
안병준
윤영관
이경태
이경훈
이신화
이장한
정구현
정재호
정종욱
한승주
함재봉
홍기택

3. 워 크 숍
1) Agenda Workshop Ⅰ
l 일

시 : 2018년 3월 29일(목) 16:00 ~ 20: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바이올렛

l 주

제 : 한국의 외교안보: 한미 간 현안과 시스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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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유세희
이홍구
홍규덕

l 참 석 자 : 김기환

김달중

김명자

김성한

김우상

김종석

김진현

박영주

박인국

박

박태호

사공일

신웅식
안병준
유장희
이경태
이신화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정종욱
한덕수
오 준 (경희대학교 교수, 前 주 UN 대사)

이연호
한승주

진

l 프로그램 :
16:00~16:10

이홍구 이사장 인사말

16:10~17:20

제1세션: 한미관계의 진단과 전망
사 회: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발 제: 한승주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前 외무부 장관)
자유토론

17:20~17:30

휴식

17:30~19:00

제2세션: 한국
사 회: 정재호
발 제: 오 준
발 제: 김우상
자유토론

19:00~20:00

만찬

외교와 안보 관리체계의 진단
(서울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교수, 前 주 UN 대사)
(연세대학교 교수, 前 주 호주 대사)

2) Agenda Workshop Ⅱ
l 일

시 : 2018년 10월 4일(목) 15:30 ~ 20:00

l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

l 주

제 : 지각변동과 경제정책: 통상 및 노동시장 정책

l 참 석 자 : 김갑유
사공일
안충영
이인실
고영선
조준모
최석영
현오석

김용준

김진현

박인국

박형수

성태윤
송경진
송상현
신웅식
안덕근
유장희
윤희숙
이경태
이경훈
이신화
이홍구
정구현
최병일
(KDI 선임연구위원, 前 고용노동부 차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 前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前 경제부총리)

l 프로그램 :
15:30~15:40

김철수

환영 인사: 이홍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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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00

제1세션:
사 회:
발 제:
:
토 론:
:

신보호주의와 한국의 통상전략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前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현오석 (前 경제부총리)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7:00~17:20

휴식

17:20~18:40

제2세션:
사 회:
발 제:
발 제:
토 론:
발 제:

18:40~20:00

석식 및 종합토론 (사회: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미래사회 변화와 노동시장의 대응
박형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前 고용노동부 차관)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3) Agenda Workshop Ⅲ
l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15:30 ~ 20:30

l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Garnet Suite

l 주

제 : 석유시대의 종언과 원자력 발전

l 참 석 자 : 김달중

김영훈

김진현

김항덕

박영주

손지애

이경태
이신화
이인실
이회성
정구현
정용헌
고유경 (한국석유공사 정보서비스센터 개발동향 팀장)
김비아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연구원)
김성원 (한국석유공사 정보서비스센터 센터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팀 팀장)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팀장)
정홍상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
Christian PAHLKE (Head of Business Admin., Siemens Ltd. Korea)
Jacob RASMUSSEN (덴마크 대사관 에너지 & 환경 참사관)
l 프로그램 :
15:30~15:40

개회사: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 5 -

15:40~16:40

제1세션: 에너지 대전환: 석유시대의 정점
사 회: 김항덕 (JB 주식회사 회장)
발 제: 김영훈 (세계에너지협의회(WEC) 회장)
토 론: 정용헌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 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
자유토론

16:40~17:00

휴식

17:00~18:20

제2세션: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원의 선택
사 회: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발 제: Christian PAHLKE
발 제: (Head of Business Admin., Siemens Ltd. Korea)
발 제: Jacob RASMUSSEN
발 제: (덴마크 대사관 에너지 & 환경 참사관)
자유토론

18:20~18:50

[특별 발표] “기후변화 관련 동향” (IPCC 보고서 중심)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

19:00~20:30

석식 및 종합토론
사 회: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 6 -

II. 양자포럼과 국제회의
1. 양자포럼
1) The 9th Seoul-Tokyo Forum
l 일

시 : 2018년 6월 15일(금) ~ 6월 16일(토)

l 장

소 : The Capitol Hotel Tokyu, Tokyo

l 공동주최 : Nakasone Yasuhiro Peace Institute (NPI)
l 지

원 : ㈜풍산

l 주

제 : Solid Korea-Japan Relationship under the Uncertain Future

l 참 석 자 :
[KOREAN PARTICIPANTS]
BARK Taeho
President, Lee&Ko Global Commerce Institute;
Professor Emeritu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 Hyun Joon
Chairman, Hyosung Corp.
CHUN Chaesu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KIM Byung-Yeon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Chungsoo
Former Senior Correspondent & Editorial
Writer on Economy, Joongang Ilbo; former
Senior Counselor 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y,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IM Jin Hyun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former
Minister of Science & Technology
KIM Sung-han
Dean &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LEE Hong-Koo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LEE Seung-Hoon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LEE Sook-Jong
Professor, Public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resident, East Asia Institute (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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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heol Hee

RYU Jin
SHIN Kak-soo

YOON Young-kwan
CHOI Yoo Mi

Dea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Director,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Senior Advisor, Shin&Kim LLC; former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mer
Ambassador to Jap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ecutive Assista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JAPANESE PARTICIPANTS]
MIMURA Akio
Vice Chairman, NPI; Chairman,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enior Advisor,
Honorary Chairman,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NAKASONE Hirofumi
WATANABE Hideo

ONODERA Itsunori
SATO Ken
ARAI Hisamitsu
FUJISAKI Ichiro
OKONOGI Masao
YAMAGUCHI Noboru
TOKUCHI Hideshi

FUKAGAWA Yukiko
KAWASHIMA Shin
HOSOYA Yuichi

Vice Chairman, NPI;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former Foreign Minister
Advisor, NPI; Acting Chairman, Japan-Korea
Cooperation Committee; former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inister of Defense
President, NPI; former Administrative Vice
Minister of Defense
Vice President, NPI; former Vice Minis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Vice President, NPI; former Ambassador to the
UN, WTO and USA
Professor, Keio University
Professo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Senior Research Adviser, NPI / former
Vice-Minister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Waseda University
Senior Fellow, NPI /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Senior Fellow, NPI / Professor, K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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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MORI Satoru
HARA Minoru
HASHIBA Ken
IDE Tomoaki
KIMURA Aiko

Senior Fellow, NPI / Professor, Hosei
University
Senior Research Fellow, NPI
Senior Research Fellow, NPI
Senior Research Fellow, NPI
Senior Research Fellow, NPI

TOYODA Yutaka
URAGUCHI Kaoru

Senior Research Fellow, NPI
Senior Research Fellow, NPI

HAYASHI Kenji

Secretary to Mr. MIMURA,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l 프로그램 :
June 15 (Friday)
11:05

Korean Delegation Arrival @Haneda Airport (KE2707)

12:30~14:00

Welcome Luncheon

14:30

Check-in at The Capitol Hotel Tokyu

15:45~16:00

Registration

16:00~16:20

Courtesy Call to Hon. NAKASONE Yasuhiro

16:30~17:00

Japan-Korea Joint Declaration
… Kiri (1F)
“Shared Five Values and a Common Vision –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ased on Mutual Trust”
NPI: Hon. NAKASONE Yasuhiro
SFIA: Hon. LEE Hong Koo

17:00~17:30

Coffee Break

17:30~18:20

Opening Ceremony
[Welcoming Remarks]
SATO Ken (President, NPI)
JUNG Ku-Hyun (President, SFIA)

… Suiren (3F)

… Tachibana (2F)

… Tachibana (2F)

[Opening Keynote Address by Co-Chairmen]
MIMURA Akio (Vice Chairman, NPI)
RYU Jin (Chairman, Poongsan Group)

- 9 -

… Kiri (1F)

… Tachibana (2F)

18:20~19:00

Coffee Break

19:00~20:30

Welcome Reception hosted by Rep. NAKASONE Hirofumi
[Speakers]
SATO Masahisa
Stat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LEE Soo-hun
Korean Ambassador to Japan

June 16 (Saturday)

… Kiri (1F)
09:30~11:10

Session 1: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Coping with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Ÿ Moderator:
LEE Sook-Jong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Ÿ Presenters:
KAWASHIMA Shin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MORI Satoru
Professor, Hosei University
KIM Sunghan
Profesor, Korea University

11:20~12:10

Leaders’ Speech
Ÿ Moderator:
SATO Ken
President, NPI
Ÿ Presenters:
ONODERA Itsunori
Minister of Defense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12:10~13:30

Business Lunch

… Tachibana (2F)
… Kiri (1F)

14:00~15:40

Session 2: Economic Cooperation
“American Trade Unilateralism and Responses to it: Korea and Japan”
Ÿ Moderator:
ARAI Hisamitsu
Vice President, NPI
Ÿ Presenters:
FUKAGAWA Yukiko
Professor, Waseda University
BARK Taeho
President, Lee&Ko Global Commerce Institute

15:40~16: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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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40

Session 3: Korea-Japan Relations
“Trust Building for Deeper and Widening Cooperation with Five Principles”
Ÿ Moderator:
FUJISAKI Ichiro
Vice President, NPI
Ÿ Presenters:
OKONOGI Masao
Professor, Keio University
SHIN Kaksoo
Former Ambassador to Japan

17:40~18:00

Concluding Session
RYU Jin (Chairman, Poongsan Group)
MIMURA Akio (Vice Chairman, NPI)
JUNG Ku-Hyun (President, SFIA)
SATO Ken (President, NPI)

… Kurosawa
18:00~20:00

Farewell Dinner hosted by MIMURA Akio

June 17 (Sunday)
12:20

Depart Haneda Airport for Gimpo (KE2708)

2) The 17th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l 일

시 : 2018년 10월 30일(화) ~ 11월 1일(목)

l 장

소 : The Plaza Seoul

l 공동주최 : 한국국제교류재단, Ananta Aspen Centre
l 주

제 : Co-Navigating Turbulent World Order and the Fourth

l 주

제 : Industrial Revolution

l 참 석 자 :
[KOREAN PARTICIPANTS]
AHN Byung-joon
Former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Yonsei
University
AHN Choong Yong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AHN Dukgeu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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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 Wook

CHO Choogjae

CHO Hyun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Senior Director General, Research Planning &
Coordination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Inbom

Senior Advisor & Representative, Mahindra
Korea

CHOI Jungu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nkuk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uty Director, Global Networking
Department, The Korea Foundation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Ang University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CHUNG Jae Ho

HAN Sunghee
HAN Sung-Joo
HONG Kyttack
JAUNG Hoon
JUNG Ku-Hyun

KIM Chang Kyu

KIM Chungsoo

KIM Dalchoong

KIM Eun Mee
KIM Inae
KIM Jin Hyun

Deputy Minister for Trade and Legal Affair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Former Correspondent for Economic Affairs &
Director of Joonga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Joongang Ilbo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President Emeritus,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Senior Program Officer, Global Networking
Department, The Korea Foundation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former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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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Seo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Myung Ja

Chairperson,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BCSD);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President (Chair),
Green Korea 21 Forum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KIM Sung-han

LEE Byung-sun
LEE Chung Min
LEE Hong-Koo
LEE Kwang-cheol
LEE Kyung Tae
LEE Sihyung
LEE Shin Haeng
NOH Mang Ko
PARK Jae-Chon
PARK Jin
SOHN Jie-Ae
WEE Joonseok
YIM Jay
YOO Jang-Hee

YOON Young-kwan

Foreign Affairs and Trade
Vice President, Kakao Corp.
Assistant to the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Director, Global Networking Department, The
Korea Foundation
Executive Editor, Korea Observer; former
Distinguished Professor, Korea University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Second Secretary, Southwest Asia and Pacific
Division, MOFA
Senior VP & Chief Globalization Officer, Lotte
Confectionary
Professor (ret.), Inha University
President, Korean-American Association;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President & CEO, Arirang TV & Radio
Director, Southwest Asia and Pacific Division,
MOFA
CEO, Canvasbio; President, Crucialtec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Chairman,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DIAN PARTICIPANTS]
Soma BANERJEE
Executive Director-Energy & Infrastructur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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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mit Pal CHAUDHURI

Foreign Editor, Hindustan Times; Distinguished

Naushad FORBES

Fellow and Head of Strategic Affairs, Ananta
Aspen Centre
Vice Admiral (Retd.), PVSM AVSM; Member,
National Advisory Security Board, Government
of India
Co-Chairman, Forbes Marshall; Co-Chair,

N. PARTHASARATHI

India-Korea Strategic Dialogue
Former Indi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Anil CHOPRA

Vishnu PRAKASH
C. RAMKUMAR
Sripriya RANGANATHAN
Harshit SEHGAL
Satish SIVAN
N. SIVASAMBAN

Korea
Former Indian Ambassador to Republic of
Korea
First Secretary, Embassy of India in Korea
Ambassador of India to the Republic of Korea
Senior Director, Ananta Aspen Centre
Deputy Chief of Mission, Embassy of India in
Korea
Vice President, Global Affairs, Tata Sons

l 프로그램 :
October 31 (Wednesday)

… Diamond Hall (22F)

09:15~09:30

Arrival of Participants (Tea/Coffee)

09:30~10:00

Inaugural Session
Greetings and Moderation: Dialogue Co-Chairs
AHN Choong Yong
Distinguished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Naushad FORBES
Co-Chairman, Forbes Marshall
Opening Remarks
LEE Sihyung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LEE Hong-Koo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ripriya RANGANATHAN
Ambassador of India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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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15

Session 1: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toward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Ÿ Moderator: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Ÿ Presenters:
Anil CHOPRA
Vice Admiral (Retd.), PVSM AVSM; Member,
National Advisory Security Board,
Government of India
PARK Jin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11:15~11:30

Coffee Break

11:30~12:45

Session 2: Korea-India Cooperation in the Intensifying
Protectionist Global Trade Regime
Ÿ Moderator:
CHAE Wook
Honorary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Ÿ Presenters:
AHN Dukgeu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aushad FORBES
Co-Chairman, Forbes Marshall

… Ruby Hall (22F)
13:00~14:30

Lunch Address
Ÿ Introduction: AHN Choong Yong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Ÿ Presenter:
KIM Chang Kyu
Deputy Minister for Trade and Legal Affair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 Diamond Hall (22F)
15:00~16:15

Session 3: Digital India and Digital Korea: What and How to
Collaborate Each Other
Ÿ Moderator:
Pramit Pal CHAUDHURI
Foreign Editor, Hindustan Times;
Distinguished Fellow & Head, Strategic
Affairs, Ananta Aspen Centre
Ÿ Presenters:
PARK Jae-Chon
Professor (Retd.), Inha University
N. SIVASAMBAN
Vice President, Global Corporate Affairs,
Tata Sons
- 15 -

16:15~16:45

Coffee Break

16:45~18:00

Session 4: SMEs and Venture Startups Cooperation amid 4th
Industrial Revolution
Ÿ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Ÿ Presenters:
YIM Jay
CEO, Canvasbio; President, Crucialtec
Vishnu PRAKASH
Former Indi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18:00~18:30

Break

… Ruby Hall (22F)
18:30~20:30

Dinner
Ÿ Introduction:
Ÿ Presenter:

AHN Choong Yong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CHO Hyun
First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vember 1 (Thursday)

… Diamond Hall (22F)
09:15~10:15

Session 5: Politico-Social Trend and Development
Ÿ Moderator:
Anil CHOPRA
Vice Admiral (Retd.), PVSM AVSM; Member,
National Advisory Security Board,
Government of India
Ÿ Presenters:
N. PARTHASARATHI
Former Indi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JAUNG Hoo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Ang
University

10:15~10:3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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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45

Session 6: Culture and People to People Exchanges
Ÿ Moderator:
HAN Sung-Joo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Ÿ Presenters:
SOHN Jie-A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President, Arirang TV&Radio
Pramit Pal CHAUDHURI
Foreign Editor, Hindustan Times;
Distinguished Fellow & Head, Strategic
Affairs, Ananta Aspen Centre

11:45~13:00

Session 7: What to Take Home and Signing Joint Statement
Ÿ Moderators: Dialogue Co-Chairs
Ÿ Presenters:
AHN Choong Yong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Naushad FORBES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PARK Jin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Chairman,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Assembly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 Ruby Hall (22F)
13:00~14:30

Lunch
Appreciation and Listening to Sacred Bell of Sungduk
Temple

15:00

Departure of Indian Delegation for Samsung Electronics

November 2 (Friday)
Afternoon

Departure of Indian Delegation

3) The 16th Korea-Canada Forum
l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 12월 15일(토)

l 장

소 : Intercontinental Seoul COEX

l 공동주최 :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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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l 주

제 : Strategic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in the Making:

l 주

제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anada-Korea Cooperation

l 참 석 자 :
[KOREAN PARTICIPANTS]
AHN Choong Yong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former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CHO Hyun
First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UNG Chong Wook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Korean Ambassador to China
CHUNG Jae-Ho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Raekwon

HAN Sukhee

JO Daeshik
JUN Bong-Geun
JUNG Ku-Hyun
KANG Minah

KIM Dalchoong

KIM Euy-taek

KIM Il-bum

Professor Emeritu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former Climate Change Ambassador
of Korea; former Principal Advisor on Climate
Change to UN Secretary-General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former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President, Korea NGO Counci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ormer Ambassador to Canada
Department of Security and Unification Studies,
IFNA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Commission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President Emeritus,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mer Minister, Korean Embassy in
Ottawa; former Ambassador to Laos
Director, North American Division 2, MOFA

- 18 -

KIM Jin Hyun
KIM Jiyoon

KIM Sung-han

KIM Yoon
KIM Younghoon
LEE Hong-Koo
LEE Inho

LEE Jae-Seung
PARK In-kook

PARK Jin

SHIN Maeng-ho
SOHN Jie-Ae
YI Insill

YIM Sung-Joon
YOO Jang-Hee

YOON Young-kwan
ZHANG Byoung-Tak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former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Public
Opinion and Quantitative Research,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ecutive Vice President & Head of AI Center,
SK Telecom
Chairman & CEO, Daesung Group; Chair, World
Energy Council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to Russia and Finland;
former Chair, KBS Board of Governor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former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Chairman,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Assembly
Korean Ambassador to Canada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President & CEO, Arirang TV& Radi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conomic,
Sogang University; Director, Nam Duck-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Ambassador to Canada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Chairman,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Foreign Ministe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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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PARTICIPANTS]
Naomi ALBOIM
Bez BABAKHANI
Donald BOBIASH
Tim BOWMAN

Edward CHOI
Dan CIURIAK

James COTTER
Michael DANAGHER
Beatrix DART

Patrick DESCHÊNES

Leonard J. EDWARDS

Wayne EYRE
Elaine FELDMAN
Corey FREDERICKSON

Steven GOODINSON
Marius GRINIUS
Fen Osler HAMPSON

Patrick HÉBERT

Distinguished Fellow & Professor, School of
Policy Studies, Queen’s University
Director, Northeast Asia and Oceania Division,
Global Affairs Canada
Assistant Deputy Minister, Asia Pacific, Global
Affairs Canada
Counsellor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South Korea Embassy of
Canada
President, Datametrex AI Korea
Senior Fellow,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Associate Professor & Reisman Chair
in International Affairs, Carleton University
Captain (RCN), Defence Attaché, South Korea
Embassy of Canada
Canadi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Director, Rotman Initiative for
Women in Business, Rotma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Toronto
Captain (Navy), Director Asia-Pacific Policy,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Canadian Armed Forces
Distinguished Fellow,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Global Affairs Canada
Deputy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Senior Fellow,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Ottawa
Lieutenant-Colonel, Senior Military Advisor to
the Deputy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Minister Counsellor & Senior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Canada
Fellow,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
Distinguished Fellow & Director of the Global
Security and Politics Program,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ounsellor (Political / Economic), South Korea
Embassy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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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HOULDEN

Dongwoo KIM
Julia KIM
Annabelle LAROUCHE
Meredith LILLY

James MITCHELL
Giles NORMAN
Lana NOVIKOVA
Sonja PANDAY
Tina PARK

Carole PIOVESAN

Frank REMUS
Andrew RYU
Joseph SEXSMITH
Ian SHUGART
Jeff STEVENS
Tod STRICKLAND
Carmen SYLVAIN
Gordon VENNER

Director of the China Institute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 Adjunct Professor of the
Alberta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Alberta
Post-Graduate Research Fellow,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Retired VP & Investment Counselor, RBC
Phillips Hager & North, Vancouver
Counsellor (Trade), Embassy of Canada
Senior Fellow,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Associate Professor &
Simon Reisman Chair in International Affairs,
Carleton University
Senior Fellow,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Ottawa
Executive Director, Security and Defence
Relations, Global Affairs Canada
Founder and CEO of Heartbeat AI
Technologies
Counsellor (Economic Affairs -Ontario), South
Korea Embassy of Canada
Executive Director, Canadian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Lawyer & Co-lead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Privacy and Data Management
Group, McCarthy Tetrault
UNHCR Representative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 Chairman,
Datametrex AI Limited
Chief Executive Officer, Exia Biomedical and
President of Actinomics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Global
Affairs Canada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Datametrex AI Limited
Senior Staff Officer, United Nations Command
Strategic Advisor, QG100
Associate Deputy Minister for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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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WILLIAMSON

Protection Office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Seoul

l 프로그램 :
December 13 (Thursday)

… Moderato (B1)

17:30~18:00

Reception

18:00~18:10

Welcoming Remarks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18:10~20:30

Dinner

December 14 (Friday)

… Allegro (B1)

08:00

Registration

08:30~08:40

Opening of the Forum
YIM Sung-Joon, Korean Co-Chair
Leonard J. EDWARDS, Canadian Co-Chair

08:40~09:30

Opening Address
CHO Hyun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an SHUGART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Global Affairs Canada

09:30~11:00

Session 1: Strategic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Ÿ Moderator:
YIM Sung-Joon
Korean Co-Chair, Canada-Korea Forum
Ÿ Presenters:
JUN Bong-Geun
Professor,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arius GRINIUS
Fellow,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
Tina PARK
Executive Director, Canadian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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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0

Coffee Break

11:10~12:40

Session 2: Middle Power Diplomacy at Moments of
International Transformati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Ÿ Moderator:

Ÿ Presenters:

Jim MITCHELL
Senior Fellow, Graduate School of Public &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Ottawa
CHUNG Jae-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Sukhe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Leonard J. EDWARDS
Distinguished Fellow, CIGI; former Depu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Gordon HOULDEN
Director of the China Institute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 Adjunct Professor of
the Alberta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Alberta

… Jupiter (30F)
12:40~14:10

Lunch
Special Speech by LEE Hong-Koo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 Allegro (B1)
14:10~15:40

Session 3: US-China Trade War and its Implications for
Canada and Korea
Ÿ Moderator:
Elaine FELDMAN
Senior Fellow,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Ottawa
Ÿ Presenters: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Meredith LILLY
Senior Fellow, CIGI; Associate Professor &
Reisman Chair in International Affairs,
Carleton University
Dan CIURIAK
Senior Fellow, CIGI; Distinguished Fellow,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15:40~16: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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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30

Session 4: Demographic Change and Immigration Policies
Ÿ Moderator:
YI Insill
Professor, Sogang University
Ÿ Presenters:
KIM Jiyoon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Public
Opinion and Quantitative Research,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Naomi ALBOIM
Distinguished Fellow & Professor, School of
Policy Studies, Queen’s University
Jane WILLIAMSON
Protection Office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Seoul

… Hanmiri
18:30~20:30

Dinner (hosted by the Canadian Ambassador to Korea)
Congratulatory Remarks
Michael DANAGHER, Canadian Ambassador to Korea
Introduction of Keynote Speaker
Leonard J. EDWARDS, Canadian Co-Chair
Special Speech

“The Global Refugee Crisis: How the Findings of CIGI’s
World Refugee Council Can Make a Difference”
Fen Osler HAMPSON
Distinguished Fellow & Director of the Global Security
and Politics Program, CIGI

December 15 (Saturday)

… Allegro (B1)
09:00~10:30

Session 5: Korea-Canada Cooperation in the Ag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Ÿ Moderator:
PARK In-kook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Ÿ Presenters:
Lana NOVIKOVA
Founder & CEO, Heartbeat AI Technologies
Carole PIOVESAN
Lawyer & Co-lead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Privacy and Data Management
Group, McCarthy Tetrault
ZHANG Byoung-Ta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on
Executive Vice President & Head of AI
Center, SK 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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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45

Coffee Break

10:45~12:15

Session 6: Gender Equality and Women’s Role in Business
Ÿ Moderator:
Carmen SYLVAIN
Strategic Advisor, QG100
Ÿ Presenters:
KANG Minah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Commission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eatrix DART
Executive Director, Rotman Initiative for
Women in Business, Rotma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Toronto
Julia KIM
Retired VP and Investment Counsellor, RBC
Phillips, Hager & North, Vancouver

12:15~12:30

Concluding Remarks

… Jupiter (30F)
12:30~14;00

Farewell Lunch

2. 국제회의
1) China Study Mission 2018
(i) China Study Mission 2018 사전간담회
l 일

시 : 2018년 4월 17일(화) 17:00 ~ 20:3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공동주최 : 한국고등교육재단
l 참 석 자 : 김달중

김용준

김진현

김효준

이승훈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박인국

윤영관

문성환 (삼양사 사장)
박은균 (KOTRA 인재경영실 차장)
서승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신석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교수)
신장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창환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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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J Campus 연구원)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l 프로그램 :
17:00~17:10

환영인사: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17:10~18:10

“중국의 산업정책”
사 회: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발 제: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토 론: 신장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8:10~18:20

Coffee Break

18:20~19:20

“심천 지역 및 방문기업 브리핑”
사 회: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발 제: 박은균 (KOTRA 인재경영실 차장)
발 제: 이은미 (J Campus 연구원)

19:20~20:30

만찬 및 토론

(ii) China Study Mission 2018 본회의
l 일

시 : 2018년 4월 25일(수) ~ 4월 28일(토)

l 장

소 : 중국 심천

l 공동주최 : 한국고등교육재단
l 참 석 자 :
BYUN Jae Soon

CHOI Byung-il
CHUNG Jae Ho

HONG Wonho
JEONG Minsun
JUNG Ku-Hyun

Managing Director, Cheilpengtai Digital
Consulting Business Units, based in Beijing,
China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SNU-AC)
Managing Director & Head of China, KTB
Network
Research Professor, Gachon University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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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alchoong

KIM Hyo Joon
KIM Jin-Hyun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
President Emeritus,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 former Presiden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Representative Director Chairman, BMW Group
Korea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 Advisor,
Park Systems Corp. / former Minister of
Science & Technology

KIM Yongjune

LEE Jae Kyu

LEE Seung-Hoon
MOON Sunghwan
PAIK Gwon Ho
PARK In-kook

SEO Seung Woo

SHIN Changhwan

SHIN Seokmin
YOON Jonghyun
YOON Young-kwan
JANG Jae Young
SOHN Gyu Won

Dea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 former CEO,
Samsung Open Tide China, Beijing, China
Professor Emeritus, KAIST / Visiting Chair
Professor, Science and Technology, Southern
University, Shenzhen, China / Fellow and Past
President,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President, Samyang Corporation
Dean, School of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 former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Professor, Electr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Intelligent
Vehicle IT (IVIT) Research Center
Associate Professor,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 Independent
Director, Board of Directors, SK hynix
Professor, Department of Chemistr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gram Officer,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search Assistant,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Fellow,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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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램 :
4월 25일 (수)
10:00~12:40

인천 → 심천 (OZ371)

13:30~14:30

오찬

15:00~17:00

심천 창신 방문
발제: 심천 지역의 창신 생태계

17:00~

호텔 체크인 (The Langham Shenzhen)

18:00~19:00

만찬

… 利宝阁(嘉里店)

… T’ANG COURT (3F)
… SOHO (4F)

19:00~21:00

제1세션: 중국 ICT 산업의 생태계
Ÿ 사회: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Ÿ 발제: 서승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홍원호
KTB Network 부사장
Ÿ 질의응답 및 토론

4월 26일 (목)

… SILK (2F)

07:00~10:00

조식

10:30~12:00

Tencent 방문

12:00~13:30

오찬

14:00~15:30

DJI 방문

16:00~17:30

ZTE 방문

18:00~18:30

화창베이 전자상가 방문

19:00~21:00

만찬

… 花苑一号 (欢乐海岸店)

… 喜粤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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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금)
07:00~09:00

… SILK (2F)

조식

… SOHO (4F)
09:00~10:20

제2세션: 중국 ICT 기술 연구
Ÿ 사회: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Ÿ 발제: 신창환
서울시립대학교 전기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재규
KAIST경영대학 명예교수, SUSTC 초빙석좌교수
Ÿ 질의응답 및 토론

10:20~10:35

Coffee Break

10:35~11:55

제3세션: 중국 ICT 산업 연구
Ÿ 사회: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Ÿ 발제: 백권호
영남대학교 학장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Ÿ 질의응답 및 토론

12:00~14:00

오찬

⋯ 한우명가
… SOHO (4F)

14:00~15:20

제4세션: 중국 신산업 대표기업 전략
Ÿ 사회: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Ÿ 발제: 변재순
Cheil Pengtai 상무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Ÿ 질의응답 및 토론

15:20~15:30

Coffee Break

15:30~17:15

종합토론
Ÿ 사회: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Ÿ 발제: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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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7:30

폐회

18:30~20:30

만찬

⋯ Laurel Restaurant

4월 28일 (토)
06:30~11:30

골프 및 오찬

13:30~18:30

심천 → 인천 (OZ372)

2) US Study Mission 2018
l 일

시 : 2018년 9월 25일(화) ~ 9월 28일(금)

l 장

소 : 미국 Washington DC 및 Boston

l 참 석 자 : 김성한

박인국

윤영관

이신화

정재호

l 프로그램 :
[1일차]
9월 25일 (화) 워싱턴 도착
4pm - Brookings Institution
면담자: Robert Einhorn (선임연구원, 전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특보)
Jung H Park (한국학 소장)
Frank Aum (선임연구원)
Brendan Stickles (연방정부 파견연구원, 미 해군중령)
연구보조원 2 인
9월 26일 (수)
9am - Stimson Center
면담자: Robert Gallucci (Board member,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Joel Wit (선임연구원)
Jenny Town (Research Analyst)
연구보조원 1 인
11am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면담자: Patrick Cronin (아태안보프로그램 Senior Director)
Abigale Grace (아태안보프로그램 Research Associate)
Eric Brewer (CFR International Affairs Fellow)
Kristine Lee (아태안보프로그램 Research Associate)
Bob Jones (미 해군중령)
Max Hill 외 인턴 2 인
1pm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면담자: Victor Cha (Korea Chair)
Michael Green (Japan Chair)
Lisa Collins (Research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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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m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면담자: James Lindsay(CFR 선임부회장)
Sheila Smith(일본학 선임연구원)
Scott Snyder(한국학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2 인
9월 27일 (목)
9am – Donna Leinwand Leger
(前 USA Today managing editor; National Press Foundation 이사)
1pm – Royce Edwards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4:30pm – 보스턴 행
7:30pm – 보스턴 총영사관 영사 등 회동
9월 28일 (금)
공개세미나 Harvard University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09:00am 등록
09:30am 김용현 보스턴 총영사 환영사
09:35am Keynote Speech - 윤영관
09:50am Panel 1: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사회: John Park (Director, Korea Working Group, HKS)
한국측 발표자: 김성한
미국측 발표자: Gary Samore
(Executive Director for Research, HKS)
10:50am 휴식
11:00am Panel 2: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nd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사회: 정재호
한국측 발표자: 이신화
미국측 발표자: Patricia Kim
(Stanton Nuclear Security Fellow, CFR)
12:00pm 폐회사: 윤영관; Gary Samore
비공개 오찬세미나 (하버드 Faculty Club)
12:30pm
SFIA and Harvard delegation members only
02:30pm
Concluding Remarks
비공개 만찬
07:00pm 김용현 보스턴 총영사 주최

- 31 -

III. 국내외 인사 초청 간담회
1. Reince PRIEBUS 前 백악관 비서실장 초청 강연
l 일

시 : 2018년 3월 22일(목) 18:15 ~ 21:00

l 장

소 : 포시즌스호텔 서울 Membership Lounge

l 주

제 :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정세

l 참 석 자 : 김달중

김성한

김우상

류

진

사공일

송경진

송상현

안충영

윤영관

이경태

이인호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한덕수

한승주

IV. 영산외교인상
1. 영산외교인상 시상식
l 일

시 : 2018년 7월 4일(수) 18:30 ~ 21:00

l 장

소 : The Plaza 메이플홀

l 참 석 자 : 이홍구 이사장 외 61인
l 수상자 및 공적
― 정부 부문:

― 민간 부문:

안호영 前 주미대사
안보와 경제라는 한국외교 양대 축의 발전을 위해 40여년
진력하여 온 외교관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가 동
시에 진행된 특이한 시기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가는
데 크게 기여함.
최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국가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세계 문화소통의 리더들,
주한외교사절, 외국기업대표 등을 통한 광범위한 공공외교
활동으로 한국의 참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함.

l 프로그램 (사회: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18:30~18:45
18:45~19:05

19:05~19:30

리셉션
국민의례
개회사
심사보고
시상
수상소감

19:30~19:40
19:40~21:00
21:00

축사
만찬
폐회

정구현
한덕수
이홍구
안호영
최정화
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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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영산외교인상위원장
이사장
前 주미대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외교부 장관

V. 기타모임
1. 새해인사모임
l 일

시 : 2018년 1월 15일(월) 18:00 ~ 20:45

l 장

소 : 일신빌딩 일신홀

l 참 석 자 :
김성한(김희진)

김정수(이현숙)

김진현(민태희)

민선식(이상원)

박영주(박인자)

사공일(이영희)

안병준(조영자)

안충영(김선혜)

엄구호(양미경)

유세희(김문자)

윤영관(김희선)

이경훈(윤미덕)

이승훈(정선기)

이재승(김희연)

이홍구(박한옥)

정구현(박은경)

정용헌(김정진)

정종욱(김화원)

채

한승주(이성미)

욱(박금미)

김명자

김종석

김효준

박철희

박형수

손지애

신수정

신웅식

이경태

유장희

이신화

이정민

임성준

장

한덕수

한철수

현인택

l 프로그램 :
18:00~18:15

콘서트홀 입장

18:15~19:05

음악회
J. Brahms (1833-1897)
Waltzes for 4 Hands Op.39 중
C. Debussy (1862-1918)
Jardins sous la Pluie (빗속의 정원)
F. Chopin (1810-1839)
Polonaise in A♭ Major Op.53 ‘영웅’
F. Liszt (1811-1886)
Mephisto Waltz
A. Dvorak (1841-1904)
Slavic Dance Op.72 No.2 in E Minor
J. Brahms (1833-1897)
Hungarian Dance No.1 in G Minor

19:05~19:15

이사장 새해 인사

19:15~20:45

스탠딩 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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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기
신수정
유은서 (초3)
임주희 (홈스쿨링)
노희성 (서울대1)
신수정
정선기

훈

2.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세종도서 선정 자축 만찬
l 일

시 : 2018년 2월 12일(월) 18:00 ~ 21:00

l 장

소 : JS가든 (압구정점)

l 참 석 자 : 김명자

김효준

민선식

엄구호

이경태

이신화

이연호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정용헌

최

강

홍규덕

3. 김영주 신임 무역협회장 취임 축하 오찬
l 일

시 : 2018년 2월 13일(화) 12:00 ~ 14:00

l 장

소 : 라쿠치나

l 참 석 자 : 이승훈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한석희

김영주 (무역협회장)

4. 이정민 회원 송별 오찬
l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서울클럽 트리오

l 참 석 자 : 이정민

김달중

이홍구

정구현

5.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 초청 오찬
l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
정구현

이홍구

한승주

6.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 초청 오찬
l 일

시 : 2018년 5월 2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김

윤

박철희

안충영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NAGAMINE Yasumasa (Ambassador, Japanese Embassy)
MIZUSHIMA Koichi (Minister & DHM, Japanese Embassy)
KITAGAWA Katsuro (Minister, Japanese Emb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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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방문
l 일

시 : 2018년 5월 16일(수) 16:00 ~ 18:00

l 장

소 :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l 참 석 자 : 권구훈

길정우

김달중

김명자

김은미

김은미S

김진현

김철수

모종린

안충영

이경훈

이승훈

이신화

이인실

이인호

이홍구

장

정구현

훈

8. 석정 주한 대만 대표 초청 오찬
l 일

시 : 2018년 5월 24일(목) 12:00 ~ 14:00

l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도림

l 참 석 자 : 김달중

이승훈

이홍구

정구현

한석희

Ting Joseph SHIH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in Korea)
Shao-Yen CHOU (Third Secretary, Taipei Mission in Korea)
Cheng-kai KUO (Counselor, Taipei Mission in Korea)

9. 신입회원 환영 오찬
l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김갑유

김달중

김명섭

민선식

이홍구

정구현

함재봉
l 양

해 : 조영태

10. Vikram DORAISWAMI 주한 인도 대사 이임 오찬
l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안충영

정구현

Vikram DORAISWAMI (Ambassador, Embassy of India)

11. 석정 주한 대만 대표 주최 오찬
l 일

시 : 2018년 8월 30일(목) 12:00 ~ 14:00

l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Carlton Suite

l 참 석 자 : 김우상
최

김정수

박태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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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이홍구

정구현

Ting Joseph SHIH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in Korea)
Jia-Shiang JIANG (Deputy Counselor, Taipei Mission in Korea)
Cheng-kai KUO (Counselor, Taipei Mission in Korea)
Chih-Chen YI (Deputy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in Korea)

12. Daniel TANG 주한 대만 대표 주최 오찬
l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12:00 ~ 14:00

l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Carlton Suite

l 참 석 자 : 김달중

이홍구

정구현

한석희

Daniel TANG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in Korea)
Jia-Shiang JIANG (Deputy Counselor, Taipei Mission in Korea)
Cheng-kai KUO (Counselor, Taipei Mission in Korea)
Tsung-Han LEE (Third Secretary, Taipei Mission in Korea)
Chih-Chen YI (Deputy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in Korea)

VI.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1. 정기총회
l 일

시 : 2018년 2월 27일(화) 11:30 ~ 13:3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참

석 : 김달중

김성한

김은미

김진현

박태호

박형수

이숙종
홍규덕
권구훈

이신화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l 위

이경훈
정종욱
임 : 구자열

김남구

김명자

김용준

김우상

김재호
박 진
송상현
이양희
정재호
홍정욱

김철수
박철희
안덕근
이인실
조동성

김태효
백진현
엄구호
이장한
조현준

김항덕
사공일
유장희
이재승
한석희

l 배

김 윤
김은미S
민선식
박영주
성태윤
송경진
윤영관
이경태
이회성
정용헌
한승주
함재봉
석 : 최유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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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 회
1) 정기이사회
l 일

시 : 2018년 2월 7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김명자

이승훈

이홍구

정구현

l 양

해 : 김

김은미

류

박영주

조윤제

l 배

석 : 최유미 (실장)

윤

진

한승주

2) 임시이사회
l 일

시 : 2018년 3월 30일(금)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김명자

김

l 양

이인실
해 : 류 진

이홍구
박영주

정구현
한승주

윤

김효준

윤영관

이승훈

3. 운영위원회
1) 제 1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민선식

손지애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l 양

한승주
해 : 김남구

김은미

류

엄구호

이승훈

이신화

l 배

석 : 최유미 (실장)

엄구호

이신화

진

2) 제 2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8년 6월 29일(금) 07:30 ~ 09: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류

진

민선식

손지애

이홍구
윤영관

정구현
정재호

한덕수

l 양

이승훈
해 : 권구훈

l 배

석 : 최유미 (실장)

3) 제 3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07:30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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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민선식

손지애

엄구호

l 양

정구현
해 : 권구훈

한덕수
류 진

윤영관

정재호

l 배

석 : 최유미 (실장)

이승훈

이신화

4. 프로그램위원회
1) China Study Mission 2018 1차 준비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8년 1월 3일(수) 08:00 ~ 10:00
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다봉
석 : 김용준
박인국
정구현
정재호

2) 제 17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업무협의
l 일

시 : 2018년 1월 11일(목) 12:00 ~ 13:30

l 장
l 참

소 : 서울클럽 Atrium
석 : 안충영
이홍구
정구현

3) China Study Mission 2018 2차 준비위원회
l 일
l 장

시 : 2018년 3월 13일(화) 07:30 ~ 09:30
소 : The Plaza 무라사키

l 참
l 배

석 : 김용준
박인국
석 : 손규원 (연구원)

정구현

정재호

4) 북핵 Task Force 협의 모임
l
l
l
l

일
장
참
양

시
소
석
해

:
:
:
:

2018년 3월 29일(목) 20:00 ~ 21:30
웨스틴조선호텔 Lounge & Bar
김성한
윤영관
이경태
이신화
정구현
박인국

정재호

5) 제 16차 한국-캐나다 포럼 1차 준비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8년 6월 5일(화) 07:30 ~ 09:00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석 : 김성한
임성준
정구현
김일범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장)
배성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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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양
l 배

해 : 안덕근 이신화
석 : 최유미 (실장)

6) 제 16차 한국-캐나다 포럼 2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8년 8월 24일(금) 20:30 ~ 22:00

l 장

소 : 휘닉스호텔 Abeto

l 참

석 : 김성한

l 배

석 : 최유미 (실장)

이신화

이재승

임성준

정구현

7) US Study Mission 2018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07:30 ~ 09:3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성한

박인국

윤영관

이신화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8) 제 16차 한국-캐나다 포럼 3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07:00 ~ 10: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안덕근

임성준

정구현

Leonard EDWARDS (Distinguished Fellow, CIGI)

9) 제 17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자문위원회
l 일

시 : 2018년 8월 27일(월) 19:00 ~ 21:00

l 장

소 : 한일관 (을지로점)

l 참

석 : 박

l 안

김인애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대리)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
이광철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부장)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정훈 (서울대학교 교수)
건 : 의제 및 한국 대표단 인선(안) 협의

진

손지애

안충영

정구현

10) US Study Mission 2018 2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8년 9월 22일(토) 15:00 ~ 17: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Business Center 내 3번 회의실

l 참

석 : 김성한

박인국

윤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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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정의용

11) 제 17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8년 10월 24일(수) 15:00 ~ 17: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Business Center 내 1번 회의실

l 참

석 : 박

l 양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
이상열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해 : 윤영관
장 훈
정구현
채 욱

l 배

임성재 (크루셜텍 사장)
석 : 최유미 (실장)

진

손지애

안덕근

안충영

한승주

김인애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대리)

12) 제 16차 한국-캐나다 포럼 4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8년 11월 7일(수) 08:00 ~ 09:3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성한

l 배

김일범 (외교부 북미과 북미2과장)
석 : 최유미 (실장)

안덕근

이신화

임성준

정구현

13) 제 16차 한국-캐나다 포럼 5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07:30 ~ 09:00

l 장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석 : 안덕근

l 배

강민아
김일범
김태진
석 : 최유미

이신화

이인실

임성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장)
(외교부 북미국 국장)
(실장)

5. 섭외위원회
1) 제 1차 공익사업 소위원회
l 일

시 : 2018년 5월 3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은미S

l 배

석 : 손규원 (연구원)

손지애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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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정구현

한석희

2) 제 2차 공익사업 소위원회
l 일

시 : 2018년 6월 19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은미S

l 배

석 : 손규원 (연구원)

박인국

손지애

이재승

정구현

6. 연구위원회
1) 제 1차 연구위원회
l 일

시 : 2018년 8월 3일(금) 12:00 ~ 14:00

l 장

소 : 서울클럽 트리오 1룸

l 참

석 : 박형수

l 양

해 : 한석희

안덕근

이신화

이회성

정구현

2) 연구위원회 소위 (에너지)
l 일

시 : 2018년 11월 1일(목) 18:30 ~ 20:3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이신화

이회성

정구현

정용헌

7. 회원위원회
1) 제 1차 회원위원회
l
l
l
l

일
장
참
양

시
소
석
해

:
:
:
:

2018년 6월 14일(목) 07:30 ~ 09:00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김은미S
김효준
민선식
정구현
권준모

함재봉

2) 제 2차 회원위원회
l
l
l
l

일
장
참
양

시
소
석
해

:
:
:
:

2018년 11월 13일(화) 07:30 ~ 09:00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김은미S
김효준
민선식
정구현
함재봉
권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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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8. 재무위원회
1) 제 1차 재무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8년 6월 8일(금) 07:30 ~ 09:00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석 : 권구훈
박태호
박형수
이인실
정구현

2) 제 2차 재무위원회
l
l
l
l

일
장
참
양

시
소
석
해

:
:
:
:

2018년 10월 17일(수) 12:00 ~ 14:00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권구훈
박형수
정구현
박태호
이인실

9. 영산외교인상위원회
1) 제 1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일
l 장
l 참
l 양

시 : 2018년 3월 14일(수) 12:00 ~ 14:00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석 : 김달중
김성한
김우상
박철희
이홍구
한덕수
해 : 김은미
윤영관
임성준

정구현

2) 제 2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8년 5월 17일(목) 12:00 ~ 14:00
소 : 웨스틴조선호텔 홍연
석 : 김달중
김성한
김우상
김은미
박철희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한덕수

3) 영산외교인상 소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8년 5월 21일(월) 10:30 ~ 11:30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석 : 김우상
이홍구
정구현
한덕수

10. 회관추진위원회
1) 회관추진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8년 10월 2일(화) 15:30 ~ 17:00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석 : 류 진
이승훈
이홍구
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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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VII. 출

판

1. 2017년도 한글연차보고서 (69pp.)
2. Seoul Forum Annual Review 2017-2018 (78pp.)
3. 양자포럼 및 국제회의 결과보고서
1) The 8th Seoul-Tokyo Forum 결과보고서 (45pp.)
2) The 15th Korea-Canada Forum 결과보고서 (35pp.)
3) The 16th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결과보고서 (38pp.)
4) 2018 China Study Mission 2018 결과보고서 (86pp.)
5) The 9th Seoul-Tokyo Forum 결과보고서 (31pp.)

4. 정책토론
1) 2018 정책토론 Ⅰ: 지각변동과 경제정책

VIII. 웹사이트 및 뉴스레터
― Seoul Forum 브리프 VOL.5 NO.1 (2018년 1월 18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2 NO.1 "2018년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성공
여부 판가름" (이경태, 2018년 1월 24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2 NO.2 "2018년: 한반도 안보의 분수령" (김성한,
2018년 1월 30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2 NO.3 "2018년 에너지 전망" (정용헌, 2018년 2월
21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2 NO.4 "개헌 논의의 세 가지 장애물" (장

훈,

2018년 3월 2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2 NO.5 "Thucydides in Asia: Three Lessons for
Seoul" (박재한, 2018년 3월 19일 발행)
― Seoul Forum Focus VOL.6 NO.1 (2018년 3월 23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2 NO.6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안병준,
2018년 4월 3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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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Perspective VOL.2 NO.7 "푸틴 4.0의 미래와 한반도 시사점" (엄구호,
2018년 5월 2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2 NO.8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게임트리(Game Tree)"
(김우상, 2018년 5월 21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2 NO.9 "학습혁명의 디자인" (이주호, 2018년 6월
28일 발행)
― Seoul Forum 브리프 VOL.5 NO.2 (2018년 7월 27일 발행)
― Seoul Forum Focus VOL.6 NO.2 (2018년 10월 23일 발행)

IX. 지원사업
1. CSCAP-Korea 2018년 활동 보고
1) CSCAP 국제회의 참석
기간

회의명

장소

참석자

1/22~23

핵에너지 전문가그룹 연구반

싱가포르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김진아 (국방연구원)

2/25~27

예방외교 연구반

캄보디아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5/9~10

제49차 운영위원회

말레이시아

김성한 (고려대학교)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7/25~26

동남아 전략물자통제 회의

베트남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11/29

제50차 운영위원회

호주

최원기 (국립외교원)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2) US-CSCAP Carl Baker 방한 회의
― 일 시: 2018년 4월 6일(금) 오전 8시
― 장 소: 롯데호텔, La Seine
― 참석자: Carl Baker, 홍규덕(숙명여대), 김성한(고려대)

3) CSCAP-Korea 자체회의
◇ 운영위원회
― 일 시: 2018년 2월 5일(월) 오후 6시
― 장 소: 장충동 서울클럽 ‘트리오’

◇ 총회
― 일시: 2018년 3월 5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 44 -

X. 부록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재 무 상 태 표
제 28 (당)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전)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사) 서울국제포럼

과

(단위 : 원)

제 28 (당)기

목

금

Ⅰ. 유동자산

제 27 (전)기
액

금

액

4,279,746,098

4,023,119,532

4,279,746,098

4,023,119,532

13,024,700

214,072,545

(1) 투자자산

0

198,019,801

(2) 유형자산

13,024,700

16,052,744

4,292,770,798

4,237,192,077

Ⅰ. 유동부채

56,011,220

4,254,430

Ⅱ. 비유동부채

24,154,164

14,895,831

80,165,384

19,150,261

1,500,000,000

1,500,000,000

2,712,605,414

2,718,041,816

자본 총계

4,212,605,414

4,218,041,816

부채와 자본 총계

4,292,770,798

4,237,192,077

(1) 당좌자산
Ⅱ.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부채 총계
Ⅰ. 기본재산
Ⅲ. 보통재산

손 익 계 산 서
제 28 (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서울국제포럼

과

(단위 : 원)

목

제 28 (당)기
금

제 27 (전)기
액

금

액

Ⅰ. 사업수익

617,855,926

520.095.772

Ⅱ. 사업비

341,399,446

282.450.690

Ⅲ. 운영비

300,594,873

265.682.215

Ⅳ. 사업이익

(24,138,393)

(28,037,133)

Ⅴ. 사업 외 수익

174,586,992

352,552,984

Ⅵ. 사업 외 비용

155,885,001

156,927,504

Ⅶ. 당기 순이익

(5,436,402)

167,58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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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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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의결사항: 1. 2017년도 사업보고
2. 2017년도 결산보고
3. 감사보고
4. 2018년도 사업계획
5. 2018년도 예산
6.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보고사항: 1. 회원 현황
2. CSCAP-Korea 2017년 활동 보고 및 2018년 계획
자

료: 2018년도 정기총회 자료책자 (pp.65)
1. 참석자 및 위임자 명단
2.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3. 2017년 사업보고
4. 2017년 Calendar
5. 2017년 결산보고
6. 외부회계감사보고서
7. 감사의견서
8. 2018년 사업계획
9. 2018년 Calendar
10. 2018년 예산안
11. 임원진(임기 2016.3.1.~2018.2.28.) 구성
12. 임원 추천안
13. 2017년~2018년 2월 회원 변동 현황
14. 회원 명단
15. CSCAP-Korea 2017년 활동 보고 및 계획
14. 정관 및 법인 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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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2월 27일(화) 11:30~13:30

장

소: 서울클럽 ‘지리산룸’

참 석 자: 참석회원 15인 및 위임회원 39인 총 54인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의

장: 정구현 회장

기

록: 최유미 간사

Ⅱ. 회의내용: 보고 및 의결 사항
1. 개회
1) 참석회원과 위임회원 명단을 확인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2) 정구현 회장이 총회의 개회를 선언함.
3)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접수함.
2. 의결사항
1) 정구현 회장이 2017년도 사업을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2) 정구현 회장이 2017년도 회계 결산 및 외부회계감사를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3) 이승훈 감사가 2017년 감사보고를 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추인함.
4) 정구현 회장이 2018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5) 정구현 회장이 2018년도 예산(수입 및 지출)을 설명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6) 임원선출
(1) 총회는 정구현 회장의 2년 임기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2) 총회는 류진 부회장의 2년 임기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윤영관 회원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함.
(3) 총회는 만장일치로 김달중, 김명자, 김윤, 류진, 박영주,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이사의 연임을 의결하고, 이승훈, 윤영관 회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함.
(4) 총회는 만장일치로 김효준, 이인실 회원을 신임 감사로 선임함.
3. 보고사항
1) 정구현 회장이 회원 변동(2017년~2018년 현재 기준)을 설명하고, 현 회원 현황을
보고함. (정회원 96인, 명예회원 9인)
2) 홍규덕 CSCAP-Korea 회장이 2017년도 활동 및 2018년도 계획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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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구현 회장이 폐회를 선언함.
기록: 최유미 간사
확인: 정구현 회장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참석 (15인)
김달중
이승훈

김성한
이신화

김은미
이홍구

김진현
임성준

박태호
정구현

박형수
정종욱

이경훈
홍규덕

이숙종

김우상
박영주
안덕근
이재승
함재봉

김 윤
박 진
엄구호
이회성
홍정욱

김은미S
박철희
유장희
정용헌

위임 (39인)
구자열
김재호
백진현
윤영관
정재호

권구훈
김철수
사공일
이경태
조동성

김남구
김태효
성태윤
이양희
조현준

김명자
김항덕
송경진
이인실
한석희

김용준
민선식
송상현
이장한
한승주

4. 201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의결안건: 1. 2018년도 사업보고
2. 감사보고
3. 2018년도 결산보고
4. 2019년도 사업계획
5. 2019년도 예산안
6. 임원 선출 (부회장)
보고사항: 1. 회원 현황
2. 사무실 이전 계획
3. CSCAP-Korea 2018년 활동 보고 및 2019년 계획

- 49 -

자

료: 2019년도 정기총회 자료책자 (pp.64)
1. 참석자 및 위임자 명단
2.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3. 2018년 사업보고
4. 2018년 Calendar
5. 감사의견서
6. 외부회계감사보고서
7. 2018년 결산보고
8. 2019년 사업계획
9. 2019년 Calendar
10. 2019년 예산안
11. 2018년~2019년 2월 회원 변동 현황
12. 회원 명단
13. CSCAP-Korea 2018년 활동 보고 및 계획
14. 정관 및 법인 내 규정
일

시: 2019년 2월 27일(수) 11:30~12:00

장

소: 서울클럽 ‘지리산룸’

참 석 자: 참석회원 28인 및 위임회원 30인 총 58인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의

장: 정구현 회장

기

록: 최유미 실장

Ⅱ. 회의내용: 의결 및 보고 사항
1. 개회
1) 참석회원과 위임회원 명단을 확인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2) 정구현 회장이 총회의 개회를 선언함.
3)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접수함.
2. 의결사항
1) 정구현 회장이 2018년도 사업을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2) 김효준 감사가 2018년 감사보고를 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추인함.
2) 정구현 회장이 2018년도 회계 결산 및 외부회계감사를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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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구현 회장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5) 정구현 회장이 2019년도 예산(수입 및 지출)을 설명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6) 임원선출 (정관 9조 2항 및 19조 1항)
- 총회는 이사회가 추천한 박철희 회원을 신임부회장(임기는 2019.3.1.~
2020.2.28.)으로 선임함.
3. 보고사항
1) 정구현 회장이 회원 변동(2018년~2019년 현재 기준)을 설명하고, 현 회원 현황을
보고함. (정회원 100인, 명예회원 10인, 자격일시정지 4인)
2) 정구현 회장이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이전 계획을 보고함.
- 삼성생명 에스원빌딩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풍산빌딩으로 사무국을 이전할 계획
2) 홍규덕 CSCAP-Korea 회장이 2018년도 활동 및 2019년도 계획을 보고함.
4. 정구현 회장이 폐회를 선언함.
기록: 최유미 실장
확인: 정구현 회장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참석 (28인)
김갑유
박태호
이신화
한승주

김달중
박형수
이인실
현인택

김명자
신웅식
이홍구
홍규덕

김성한
안충영
정구현
황해령

김진현
엄구호
정재호

김효준
유세희
조영태

민선식
윤희숙
최병일

박철희
이승훈
한덕수

김 윤
박인국
이경태
허용수

김은미
박 진
이장한

김종석
사공일
이재승

위임 (30인)
권구훈
김철수
손지애
임성준

길정우
김항덕
송상현
장 훈

김명섭
류 진
안덕근
채 욱

김영훈
박삼구
유장희
최 강

김용준
박영주
윤영관
함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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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년도 임원
1) 이 사 회
이 사 장 : 이 홍 구
명예회장 : 김 달 중
이
사 : 김 달 중
박 영 주
한 승 주
감
사 : 김 효 준
2) 운영위원회
회
장 : 정 구 현
부 회 장 : 류
진
운영위원 : 권 구 훈
이 승 훈

한 승 주
김 명 자
윤 영 관

김
윤
이 승 훈

류
진
정 구 현

손 지 애
정 재 호

엄 구 호
한 덕 수

이 인 실

윤 영 관
민 선 식
이 신 화

3) 위 원 회
(1) 프로그램위원회(Program Committee)
위 원 장 : 정 재 호
위
원 : 김 우 상
박 철 희
채
(2) 회원위원회(Membership Committee)
위 원 장 : 민 선 식
위
원 : 권 준 모
김 은 미S
김
(3)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위 원 장 : 권 구 훈
위
원 : 박 태 호
박 형 수
이
(4) 섭외위원회(Public Relations Committee)
위 원 장 : 손 지 애
위
원 : 이 경 태
이 재 승
허
(5) 총무 위원회(General Affairs Committee)
위 원 장 : 엄 구 호
(6) 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
위 원 장 : 이 신 화
위
원 : 박 형 수
안 덕 근
이
한 석 희
(7) 영산외교인상위원회
위 원 장 : 한 덕 수
위
원 : 김 달 중
김 성 한
김
김 은 미
박 철 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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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효 준

함 재 봉

인 실

용 수

회 성

정 용 헌

우 상(간사)
영 관
임 성 준

(8) 회관추진위원회
위 원 장 : 이 승 훈
위
원 : 미
정
4) 실

장 : 최 유 미

5) 연 구 원: 손 규 원

6. 2018년도 회원명단
정회원 (100인)
강

경

화

외교부 장관, 전 유엔 정책특별보좌관, 전 유엔 인도지원담당
차장보

구

자

열

LS그룹 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권

구

훈

Goldman Sach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전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권

준

모

네시삼십삼분 의장

길

정

우

이투데이 총괄 대표이사,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
전 국회의원, 전 운산그룹 부회장, 전 중앙일보 M&B대표

김

갑

유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전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이사,
전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

김

동

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 아주대학교 총장

김

명

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김

명

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회장, 전 환경부 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위원(IAP)

김

병

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

성

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전 외교통상부 차관

김

영

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영

욱

서울대 음대 초빙교수, 전 서울대 음대 학장

김

영

훈

대성그룹 회장, 세계에너지협의회 회장

김

용

준

한국경영학회장,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전 삼성 오픈타이드 차이나 초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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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우

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전 주호주 대사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

은

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

은

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정보연구소
소장

김

재

호

동아일보 사장, 채널A 사장

김

정

수

전 무역협회 경제통상 자문역, 전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및
논설위원

김

종

석

국회의원, 전 여의도연구원 원장, 전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

철

수

Lee International IP & Law 상임고문, 전 상공자원부 장관

김

태

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

항

덕

제이비 주식회사 회장

김

호

연

김구재단 이사장, 전 ㈜빙그레 회장

김

효

준

BMW코리아 회장

류

우

익

(사)통일생각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전 주중대사

진

풍산그룹 회장

류
모

종

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민

선

식

YBM 회장

박

삼

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영

주

이건산업 회장

박

인

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최종현학술원장, 전 UN대사

진

한미협회 회장,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박

석좌교수, 전 국회의원, 전 국회외교통상통일 위원장
박

철

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
일본연구소장, 전 현대일본학회 회장

박

태

호

Lee&Ko 법무법인 광장 고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

형

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전 통계청장

방

상

훈

조선일보사 사장

백

진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사

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전 무역협회장,
전 G20준비위원회위원장, 전 재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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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

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성

태

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손

지

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전 청와대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

송

경

진

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특별보좌관

송

상

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신

동

빈

롯데그룹 회장, Asia Society Korea Center 공동대표

신

수

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명예교수

신

웅

식

법무법인 세종 법률고문

안

덕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

충

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전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양

수

길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전 OECD 대사
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엄

구

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유

세

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유

장

희

매일경제 상임고문, 전 BBB Korea 회장,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전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윤

순

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

영

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전 외교부 장관

윤

희

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

경

태

Korea Observer 편집주간, 전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전 OECD 대사

이

숙

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

승

훈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회장

이

신

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양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전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연

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쟝 모네 EU센터 소장

이

인

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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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

한

종근당 회장

이

재

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

재

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정

훈

동원학원 이사장,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

주

호

EWI(Education Workforce Initiative) 의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회

성

IPCC 의장,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석좌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임

성

준

Lee International IP&Law 고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장

대

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훈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교수

장
전

재

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

구

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정

몽

준

아산재단 이사장, 전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대표

정

영

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정

용

헌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
전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 APEC 에너지연구센터 부소장

정

의

용

국가안보실장,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국회의원

정

재

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미중관계센터 소장

정

종

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전 주중대사

조

동

성

인천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

영

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베트남 정부 인구국
인구정책자문

조

현

채

준

㈜효성 회장

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특임교수,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천

진

최
최

병

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전 LG상사 사장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전 외교안보연구소장

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

태

원

SK주식회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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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덕

수

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전 주미대사,
전 국무총리

한

석

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 주 상해 대한민국 총영사

한

승

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재단법인 국제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서울국제포럼 명예회장, 전 외무부 장관

함

재

봉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전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

허

용

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승산 부회장

현

인

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홍

규

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홍

기

택

전 AIIB 부총재,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

석

현

중앙홀딩스 회장,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이사장,
전 중앙일보사·JTBC 회장, 전 세계신문협회 회장, 전 주미대사

황

해

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명예회원 (10인)
김

기

환

Seoul Financial Forum 명예회장, 전 국제금융특별대사,
전 KDI 원장

김

달

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국제포럼 명예회장,
전 세계정치학회(IPSA) 회장

김

진

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파크시스템스 고문,
전 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초빙교수

이

경

훈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우 회장

이

인

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KBS 이사장, 전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주러시아대사

이

홍

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조

석

래

효성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한

승

수

전 국무총리, 제56차 UN총회 의장

한

철

수

전 한미우호협회 회장, 전 서경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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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회원 (3인)
이

정

민

Korean Chai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 국제안보대사

이

창

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전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윤

제

주미 한국대사,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전 주영대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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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관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1)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약칭: SFIA)’라고 표기한다.
(2)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1) 본회는 외교안보, 국제경제, 글로벌이슈 등에 관한 연구와 토의를 증진하고,
국내외의 학자, 전문가 간의 협조와 교류를 도모하여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에
기여하며, 국가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내 및 국제회의 개최
2. 강연회, 세미나 등 개최
3. 연구 및 정책개발
4. 간행물(온.오프라인)의 발간 및 배포
5.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
원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정회원이 만 80세가 되면 명예회원이 된다.
(3)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인사 또는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이
사회의 인준을 통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4)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준회원을 둘 수 있다.
(5) 회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원에 관한 규
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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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사업 및 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2. 본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간행물을 배부 받는다.
3.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투표를 행한다.
(2)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본 정관과 본회의
기관에서 정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회 이상 회비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다)으로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의 효력은 그 의사통지가 회장에게
도달할 때에 즉시 발생한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이사회의 인준으로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고, 제명된 회원은 이에 불
복할 수 없다.
1. 본회의 이익을 해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3 장
제1절 총

기

관

회

제7조 (총회의 종류)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3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자는 개최 목적 및 심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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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회의 소집 등)
(1) 총회의 개최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정기총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최소 2주 전에 회장이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제9조 (총회의 의장 및 의결사항)
(1) 총회의 의장은 회장(President) 또는 부회장(Vice President)이 된다.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선출
2. 회장 및 부회장 선출
3. 감사 선출
4. 정관의 개정
5. 법인의 해산
6. 감사가 보고한 회계감사의 추인
7. 회장이 보고한 안건 집행과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인준
8.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9.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10.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안건
11. 기타 총회의 결의로 발의된 안건

제10조 (총회의 의사 및 결의 방법)
(1)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임 불포함) 정회원 단순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본 정관의 개정 또는 본회의 해산을 위한 총회의 결의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과 참석(위임 불포함)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 및 의결 경과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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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사회와 이사장
제12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에 6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는 전임 회장들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장(Chairman)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3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개최 전에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최소 2주 전에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의사 및 결의 방법, 의사록 등)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2. 결산안의 심의
3. 특별회원의 자격 취득에 관한 인준
4.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총회 추천
5.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심의
6.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회원 및 재무에 관한 규정의 인준
7.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안건
8.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9.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안건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발의한 안건
(2)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 불포함)으로 하고 의
결정족수는 참석 (위임 불포함) 이사 단순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의사 및 의결 경과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 이
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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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장과 부회장
제15조 (회장과 부회장의 선임)
(1) 본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
(2)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6조 (회장의 지위 및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각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안건을 집행하고,
본회의 모든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회장은 제3항의 안건 집행과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제17조 (부회장의 권한)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의 유고 시 이사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대행으로 임명한다.
제4절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18조 (위원회)
(1) 회장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해 회장의 산하에 연구, 프로그램, 회원, 섭
외, 재무,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2) 회장은 특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선임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정한다.
(4)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업무 집행 후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1) 본회는 회장의 산하에 각 위원회 위원장과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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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조율 및 감독하고, 각 위원회가 수행한
업무 집행을 인준한다.
(4) 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각 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6) 운영위원회는 회원 및 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5절 감

사

제20조 (감사)
(1) 본회에는 감사 2인을 둔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장부, 회계증빙서류 및 연간 회계서류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무

제21조 (기금 및 자산)
(1)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된다.
1. 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또는 보조금
2. 기말 잉여 운영자금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으로 전용하는 금액
(2) 본회의 운영자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된다.
1. 기금 및 기타 재산의 운용 수익
2. 정회원의 회비
3. 용역에 대한 대가
(3) 기금 출연을 위한 기부금과 보조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접수한다.
(4)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5)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본회가 해산되는 경우, 부채청산 후의 잔여재산으로서 어느 특정한 목적에 관
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기로 한다.
(7)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8) 본회의 기금은 금 1,500,000,000원으로 한다.
(9) 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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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타 규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을 준용하거나
사회통념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정관의 효력발생시기)
본 정관은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설립자)
(1) 본회의 설립자들은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2)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Ÿ 1990년 11월 19일 본 정관을 채택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Ÿ 1993년 1월 25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Ÿ 1996년 1월 22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Ÿ 2004년 10월 29일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Ÿ 2008년 8월 22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Ÿ 2011년 8월 1일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Ÿ 2012년 2월 23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Ÿ 2013년 2월 28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Ÿ 2014년 2월 25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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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국제포럼
회원에 관한 규정
서울국제포럼 (이하 "본회"라 함) 정관 제3조 5항 및 제 19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을 정한다.
제1조 (정회원의 선임)
(1) 정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이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후보자
중 회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위 1항의 정회원의 입회는 1년에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원의 선임)
(1) 특별회원은 정관 제3조 (3)항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선임한다.
제3조 (준회원의 선임)
(1)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준회원 또는 연구위원
(fellow)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회원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 (명예회원의 선임)
(1) 정관 제3조 (2)항에 따라서 정회원이 만 80세가 되면 명예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지나, 회비는 면제된다.
제5조 (회원자격의 일시정지 및 회복)
(1)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1. 해외에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자격정지를 신청한
경우
(2) 회원자격의 정지 및 회복은 회원위원회의 발의로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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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2회 이상 연속해서 회비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정관 제5조 (2)항)
2. 정관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원자격의 상실은 회원위원회의 발의로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7조 (심사방법과 회원위원회의 의결)
(1) 제1조 1항에 따라 정회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에게는 회원
위원회의 추천 후에 입회사실을 통보한다.
(2) 회원위원회는 참석 위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Ÿ 2014년 8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같은 달 22일 이사회의 인준으로 채택함.
Ÿ 2017년 9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2월 14일 이사회의 인준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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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국제포럼
재무에 관한 규정
서울국제포럼 (이하 "본회"라 함) 정관 제 19조 6항 및 제21조 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무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을 정한다.
제1조 (기금의 조성 및 운영)
(1) 본회의 정관 제 21조 1항 및 3항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독자 구좌에 분리하여 운영한다.
(2) 본회 사무국은 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의 명단을 작성해 영구 보관토록
한다. 단, 그 개인이나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예산)
(1) 예산의 편성
1. 재무위원회는 매년 10월말 이전에 익년도의 기금 및 자산의 운영에 따른
예상 수입 금액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재무위원회의 예상 수입금 및 외부 지원금을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립한다.
(2) 예산의 집행
1. 회장은 각 사업별로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이를 운
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자금의 관리와 인출을 위해 사무국에 이를 위한 결재 및 관리규정을 둔다.
제3조 (기금 및 기타 재산의 운영)
(1) 재무위원회는 기금과 기타 재산의 운용 수익을 창출하여 본회의 활동을 하는데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재무위원회는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의 정기 이자율을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한다.
제4조 (결산 및 감사)
(1) 재무위원회는 매년 정기 총회 이전에 결산을 하여 그 내용을 외부 회계사에
의뢰하여 감사를 받은 후에, 본회의 감사의 회계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사무국은 연례 정기 회계 감사와는 별도로 매월 말일이전에 그 전월의 손익과
자금상태에 대해 총무위원장과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Ÿ 2014년 8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같은 달 22일 이사회의 인준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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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국제포럼
영산외교인상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서울국제포럼 “영산외교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운영 및 “영산외
교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은 2014년 8월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이 재단법인 영산재단(2014년 4월 17
일 해산 의결)으로부터 이관받은 “올해의 외교인상” 사업 및 기금을 계승 발전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1) 서울국제포럼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위원회가 영산외교인상 심사위
원회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한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2명 내외의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3조 (상의 목적)
상의 목적은 우리나라 외교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특히 젊은이들의 인식을 고양하
고, 정부 및 민간 분야에서 뛰어난 외교적 업적을 쌓은 공직자와 민간인의 노고를 인정
하고 국민적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 (수상대상)
(1) 상의 수상자는 외교 분야에서 뛰어난 외교적 업적을 쌓은 외교 관련 대한민국
공직자 1명 및 민간·공공외교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
익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민간인사 1명 등 총 2명의 개인으로 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단체 및 기관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공적에 둘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 해당자를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
(2) 그 외에 외교 분야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 특별상을 줄 수 있다.
제5조 (시상)
상은 매년 1회 서울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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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상 및 부상)
본상은 상장과 상패로 하며 부상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동수상자의 경우 본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각각 수여하며 상금은 수상자에게 균분 수여한다.)
제7조 (상의 재원)
시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국제포럼의 별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영산기금에서 조달한
다.
제8조 (추천의뢰)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추천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인
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임하는 소속 인사가
한다.
가. 외교부 및 정부 관련 부처
나. 국내 유수 대학, 학술단체, 언론기관 및 관련 기관
다. 서울국제포럼 회원
라. 기타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외 저명인사
(2) 위원회는 추천인에게 수상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제9조 (추천서 접수)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는 위원회의 소정 서식에 의거 작성된 후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
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 접수 마감 시한은 시상 연도 수상 후보자 심사회의 개최 전까
지로 한다.
제10조 (심사기준)
수상 후보자의 심사는 상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과 보편
성의 원칙을 존중한다.
제11조 (심사절차)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과정의 모든 내
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Ÿ

2014년 8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같은 달 22일 이사회의 인준으로 채택함.

Ÿ

2018년 3월 30일 이사회의 인준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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