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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2016년 연차보고를 드리며
2016년은 서울국제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서울포럼이 창
립된 1986년 직후에 한국은 정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1987), 서울올림픽 개최(1988), 수입
자유화와 해외여행의 전면적 개방(1989) 등 큰 변화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1991년의 구소련
의 해체와 냉전의 종식, 그리고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의 전 지구적인 확산과 같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2016년에도 국내적으로는 12월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충격적
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6월에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과 11월의 미국 트
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국제포럼은 2015년부터 세계가 심상치 않
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을 눈여겨보았으며, 그때부터 각종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서 지정학적인
변화, 세계 경제의 침체와 인구변화, 기후변화와 신에너지 체제,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전
개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용평 세미나를 시작으로 미국의 CFR과 공동주최한 한반도 안보
문제 워크숍과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2016년에는 상반기에 각각 기후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으며, 4월에는 China Study Mission을 통해서 중국 상
해 지역의 주요 연구소를 예방하여 세미나를 했으며, 8월의 용평세미나에서 토론을 계속했습
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지정학 변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이와 같
은 2년 동안의 토론과 연구를 정리해서『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클라우드 나인)이라는
책자를 2017년 3월에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애당초 2017년 12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주요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선이 2017년 5월 9일에 앞당겨 실시됨에 따라서 서둘러서 출판을 했고, 4월에는 주요 정당
의 간부와 정책 책임자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외 2016년에 추진한 주요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한 China
Study Mission을 통해서 중국의 정치 및 경제 현황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상해 지역에서
현지의 유수 연구소와 대학을 방문하여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와 기술발전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등교육재단과 공동 주최를 하였으며, 저명한 국내의 과학기
술계 인사들이 같이 참여하여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7일에는 30주년
을 기념하는 특별강연회도 있었는데, Condoleezza Rice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세계정세의 변
화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4개의 양자 포럼(bilateral forum)이 있었습니다. 5월의 타이베이 포럼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의 취임 직후에 개최된 관계로 양안 문제와
한반도의 안보 정세, 중국 경제의 전망과 한국 및 타이완 경제의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가 있었습니다. 9월 말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7차 서울-도쿄 포럼은 2015년 12월의 ‘종군위안
부’ 문제에 대한 양국 합의 후에 개최되었으며, 2015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에 우리 포럼
과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IIPS)가 공동 연구하여 양국의 정치지도자와 의견 선도자들에게 제

- i -

시한 보고서(Envisioning the Next Fifty Years of Korea-Japan Ties)를 재점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가자의 수도 늘고 더욱 알찬 토론이 이어지는 한국-캐나다 포럼은 10
월 말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캐나다 포럼에서는 안보 정세와 경제 패러다임의 전
환에 관한 토론 이외에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은 양국 기업생태계의 변화와 특히 교육의 변화
필요성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극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사업협력과 세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민주주의와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토의도 있었습니다. 모디 총리 취임 이후에
인상적인 경제성장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점차 그 비중
이 커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15차 Korea-India Dialogue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특히 방위산업,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조선업, 중소기업 간 협력 등 구체적인 경제 및 산
업 협력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2010년에 발효된 양국 간의 FT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2016년에는 두 차례의 Agenda Workshop이 있었습니다. 3월에 열린 제1차 워크숍에서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의 에너지 산업과 세계 경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6월
에 열린 제2차 워크숍에서는 제4차 산업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흥미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
었습니다. 그 외에도 3월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12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의
세계 질서에 대한 회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ChinaTalk을 포함해서 한국주재 주요국
대사 및 외국의 방문자들을 모시고 간담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중요한 출판물은 앞에서 언급한 30주년 기념보고서인『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이
출간되어 2017년 3월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4월에는 류진 회장(풍산그룹)의 후원 덕
택에 전국의 300개 주요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도 배포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annual review)
의 영문판과 한글판이 발간되었고, 4개의 양자 포럼 보고서와 China Study Mission 보고서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및 한글 뉴스레터(온라인)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국내외에 배포했으며, 포럼의 홈페이지를 강화하여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포럼은 2015년 말에 30주년 위원회(위원장: 한승주)를 구성하여 서울포럼의 중장기 발
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전과 미션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점검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2016~2020년의 5년간 할 일을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세 차례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
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16년 3월 말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포럼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럼의 전체 회원 수를 현재의 100명에서 2020년에 최대 130명까지 늘린다.
―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포럼을 지향한다. 연구소나 싱크탱크(think-tank)의 기능보다는 회원 간
정책토론, 양자 포럼, 국제회의, 국내외 인사초청 간담회와 같은 모임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
탕으로 “싱크넷”(think-net)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에 따라 정책 대안이나 의견을 뉴스레터나 온라인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더 많은 청중과
공유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주요 여론선도자(opinion leader)들의 회의참여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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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힌다.
― 토론 및 정책 제안은 정치외교안보, 경제금융통상, 글로벌이슈(에너지/기후/환경) 등 3분야에
집중하며, 국가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메가트렌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국정
아젠다를 건의하는 일종의 “국가전략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몇 나라들과의 양자 포럼을 i) 재정적 지원이 있고, ii) 상대국의 협력 파
트너가 역량과 신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한다.
―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하여, 차세대 국제적인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한다.

2016년에는 8명의 회원을 새로 모시게 되어서 서울포럼의 총회원 수가 108명이 되었습
니다. 새로 회원이 되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자열(LS그룹 회장), 김병연(서울대 경제학
과 교수), 김용준(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장), 김정수(한국무역협회 자문역), 박인국(한국고
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박형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송경진(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이
주호(KDI 정책대학원 교수).
2016년 여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여러 기관과 후원자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
다. 먼저 30주년 국제회의와 보고서 출간은 김효준 회원(한국 BMW 사장)의 너그러운 후원으로
가능하였고, Rice 전 장관 초청 특별강연은 류진 부회장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업가
회원 여러분의 찬조가 있었으며, 외부 기관으로는 국제교류재단, 한국무역협회, 고등교육재단
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보수도 없이 자원봉사해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
러분께 회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는 우리 포럼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
원합니다.

2017년 4월 30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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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원 정책토론
1. 세 미 나
1) 제 17차 용평세미나
l 일

시 : 2016년 8월 19일(금) ~ 21일(일)

l 장

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l 주

제 : 복합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l 참 석 자 :
김달중(김옥경)

김동연(정우영)

김은미(전경수)

김은미S(윤종하)

김

윤(김유희)

김종석(이혜양)

김진현(민태희)

김철수(한유순)

김태효(조주연)

김항덕(이혜원)

김효준(이정희)

민선식(이상원)

박

진(조윤희)

사공일(이영희)

송상현(김명신)

안병준(조영자)

안충영(김선혜)

엄구호(양미경)

유세희(김문자)

이경훈(윤미덕)

이홍구(박한옥)

임성준(홍귀주)

정구현(박은경)

정종욱(김화원)

조해형(김인숙)

채

최

한승주(이성미)

한철수(이선자)

현홍주(문영혜)

욱(박금미)

강(한혜욱)

권구훈

김기환

김명자

김성한

김우상

류

진

박철희

박형수

백진현

손지애

송경진

양수길

유장희

윤영관

이경태

이신화

이인실

이주호

정재호

허용수

현인택

최유미(간사)

유수연(인턴)

박지혜(Junior Fellow)

손규원(Junior Fellow)
l 초

청 :

장

훈 (중앙대학교 교수)

Mark Lippert (주한 미합중국 대사)
l 프로그램 :
8월 19일 (금)
12:00~14:00

호텔 체크인 및 개별 오찬

14:00~14:10

세미나 개회
개회인사: 정구현 회장
환영사:
이홍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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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그랜드볼룸)

14:10~15:50

제 1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발제3:
발제4: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안병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성한 (고려대학교)
박철희 (서울대학교)
정재호 (서울대학교)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15:50~16:10

Coffee Break

16:10~17:30

제 2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17:30~18:10

30주년 보고서 기획안 설명 및 토론
사 회: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발 표: 이신화 (서울국제포럼 연구위원장)

18:30~20:30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초청 만찬

(1층 샬레테라스)

20:30~21:10

가수 인순이 공연
(류진 풍산 회장 특별 초청)

(1층 그랜드볼룸)

기술변화와 교육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동연 (아주대학교)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8월 20일 (토)
06:00~12:00

골프 / 등산 / 휴식

12:00~13:30

오찬

14:00~15:20

제 3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15:20~15:40

Coffee Break

15:40~17:00

제 4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발제3:

(1층 도라지 또는 골프클럽)
경제와
김종석
권구훈
안충영

정치와
박 진
박형수
양수길
장 훈

기업 부문
(국회의원)
(골드만 삭스)
(동반성장위원회)

(1층 그랜드볼룸)

국가 거버넌스
(아시아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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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8:00

특별세션: U.S.-ROK Relations in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
사 회: 류 진 (풍산그룹)
연 사: Mark Lippert (주한 미합중국 대사)

18:00~18:10

폐회

18:30~19:20

용평 출발 – 강릉 샌드파인CC로 이동

19:30~21:20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 초청 만찬

21:30~22:20

샌드파인CC 출발 - 용평으로 귀환

(라카이 샌드파인 (강릉))

8월 21일 (일) 자유시간 / 귀경

2. 강연회 및 간담회
1) 북핵 관련 회원간담회
l 일
l 장
l 연

시 : 2016년 3월 14일(월) 17:30 ~ 20:30
소 : 서울클럽 치즈맨룸
사 :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l 주
제 : 북한 핵의 출구전략
l 참 석 자 : 김달중
김우상
김진현
유세희
윤영관
이경훈
임성준
정구현
정몽준
함재봉
현홍주

박철희
이승훈
정재호

안병준
이신화
정종욱

안충영
이홍구
한승주

2)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l
l
l
l
l

일
장
연
주
참 석

시
소
사
제
자

:
:
:
:
:

2016년 4월 27일(수) 07:30 ~ 09:00
Four Seasons Hotel Seoul Nuri Ballroom
Condoleezza Rice (전 미국 국무부장관)
Challenges in an Ever-Changing World
김기환
김성한
김우상
김은미
김진현
류 진
사공일
손지애
신웅식
안충영
유장희
윤영관
이경훈
이승훈
이신화
이인실
이재승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정종욱
조해형
천진환
한덕수
한승주
현인택
현홍주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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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undtable: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딜레마
l 일
l 장
l 연

시 : 2016년 9월 7일(수) 17:30 ~ 20:30
소 : 서울클럽 치즈맨룸
사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l 주
제 :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딜레마
l 참 석 자 : 김달중
김진현
사공일
안병준
윤영관
이경태
이홍구
정구현

안충영
한승주

유세희
현인택

4) 제 5차 SF-ChinaTalk
l 일
l 장
l 연

시 : 2016년 10월 25일(화) 18:15 ~ 20:30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사 : TANG Shiping (Seaker Chan Chair Professor, Fudan Univ.)

l 주
제 : Globalizing World Politics: A Radical Future?
l 참 석 자 : 김기환
김달중
모종린
박인국
신웅식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5)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질서 회원간담회
l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17:00 ~ 20:30

l 장
l 연

소 : The Plaza Maple Hall
사 : 이회성 (IPCC 의장), 채 욱 (경희대학교 교수)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l 주
제 :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질서
l 참 석 자 : 길정우
김기환
김달중
김종석
김진현
김항덕
박철희
송경진
안병준
이재승
이홍구
임성준
정종욱
조해형
한승주

김명자
박영주
유세희
정구현
현홍주

김성한
박인국
유장희
정몽준

김용준
박 진
이장한
정재호

3. 워 크 숍
1) Agenda Workshop Ⅰ
l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14:30 ~ 18:30

l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Berkeley Suite,Carlton Suite

l 주

제 : 신기후체제에서의 경제발전

l 참 석 자 : 김명자

김진현

손지애

양수길

윤영관

이경태

이신화

이재승

이홍구

이회성

장석환

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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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현홍주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강찬수
김중수
박선경
박은경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ReCarbon 대표)
(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실장)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물포럼 총재)
정래권 (UN사무총장 기후변화담당 특별자문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
홍기두 (KPMG 부회장)
홍덕표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소장)
l 프로그램 :
14:30~14:40

개회사: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14:40~16:00

제 1세션: 신기후체제와 지속가능발전
(New Climate Regim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좌 장: 김명자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발 표: 정래권 (UN사무총장 기후변화담당 특별자문관)
토론1: 장석환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사 사장)
토론2: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16:00~16:20

휴식

16:20~17:40

제 2세션:
좌 장:
발 표:
토론1:
토론2:

17:40~18:30

패널 토의
좌 장: 이회성 (IPCC 의장)

에너지시스템의 대 전환 (Energy Transformation)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중수 (ReCarbon 대표)
홍기두 (KPMG 부회장)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

2) Agenda Workshop Ⅱ
l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13:30 ~ 19:15

l 장

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l 주

제 : 제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미래

l 참 석 자 : 권준모

김달중

김명자

김은미S

김진현

김항덕

민선식

박영주

박인국

이신화

이홍구

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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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
박홍근
서승우
신석민
유명희

(하버드대학교 화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KIST 책임연구원, 전 청와대 미래전략기획 수석)

이대열
이상엽
최진영
하원규

(예일대학교 신경생물학과 교수)
(카이스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TRI 초빙 연구원)

하윤경 (홍익대학교 기초과학과 교수)
l 프로그램 :
13:30~13:40

개회: 서울국제포럼 및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인사

13:40~15:00

제 1세션:
사 회:
발 제:
토론1:
토론2:

15:00~15:10

휴식

15:10~16:30

제 2세션: 제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사 회: 신석민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발제1: 자율주행자동차
서승우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발제2: 뇌 과학
이대열 (예일대학교 신경생물학과 교수)
발제3: 나노와 바이오
박홍근 (하버드대학교 화학과 교수)

16:30~16:40

휴식

16:40~18:00

제 3세션:
사 회:
발 제:
토론1:

18:00~18:15

정리 및 폐회

18:15~19:15

스탠딩 리셉션

제4차 산업혁명의 동인과 영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상엽 (카이스트대학교 교수)
권준모 (네시삼십삼분 의장)
하원규 (ETRI 초빙 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 몫 찾기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대 초빙교수)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유명희 (KIST 책임연구원,
전 청와대 미래전략기획 수석)
토론2: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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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국제포럼 30주년 연구보고서 Workshop
l 일

시 : 2016년 11월 5일(토) 10:00 ~ 17:00

l 장

소 : 서울클럽 치즈맨룸

l 주

제 :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

l 참 석 자 : 길정우

김명자

김성한

김우상

김은미

김정수

김종석
이재승
홍규덕

모종린
이주호

민선식
이홍구

박형수
전재성

이경태
정구현

이신화
조윤제

우영수 (종근당 고촌재단 국장)
우천식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l 프로그램 :
10:00~12:00

제 1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토론1:
토론2:

12:00~13:30

오찬

13:30~14:45

제 2세션:
사 회:
발 제:
토론1:
토론2:

14:45~15:00

휴식

15:10~16:30

제 3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토론1:
토론2:
토론3:

중견국
이신화
전재성
홍규덕
김우상
김성한

한국의 외교안보,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
(고려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경제활성화와 질적 성장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이경태 (전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김종석 (국회의원)
우천식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육과
박형수
이주호
모종린
조윤제
김은미
정제영

인재양성, 개방과 소프트 강국 전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서강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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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양자포럼과 국제회의
1. 양자포럼
1) The 23rd Seoul-Taipei Forum
l 일

시 : 2016년 5월 24일(화) ~ 25일(수)

l 장

소 : The Plaza Seoul

l 공동주최 : The Prospect Foundation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l 주

제 : Taipei and Seoul in the Transi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 참 석 자 :
[KOREAN DELEGATION]
AHN Byung-joon

AHN Choong-yong

AHN Dukgeun
CHAE Bobae
CHO Hae-hyeong
CHOI Kang

CHUNG Chong Wook
CHUNG Eui-yong

CHUNG Jae-Ho

Visiting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former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nalyst,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MOFA
Chairman & CEO, Nara Holdings Corp.
Vice Presiden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former President,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 Academy of Chinese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o-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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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HAN Ju Hee

of the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SNU-AC)
President,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former Representative, Korean Mission in
Taipei
Research Analyst, Northeast Asian Affairs

HAN Sung-Joo

Bureau, MOFA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former

HAN Chul-Soo

HYUN Oh-seok

JUNG Ku-Hyun

KIM Kyung-yong
KIM Jiyoon
KIM Myung-Ja

KIM Woosang

KIM Yongjune
LEE Sangryul
LEE Youngsin
PARK So-yeong
YI Insill

YOO Ho-Yeol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air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KAIST;
former Presiden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Director, China Department, KITA
Research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hairperson, KBCSD (Korean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to
Australia;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Deputy Representative, Korean Mission in
Taipei
Second Secretary,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MOFA
Assistant Manager, China Department, KITA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Vice President for Public
Affairs, Sogang University
Executive Vice-chairperso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rofessor,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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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former President, The Korean
YOON Young-kw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AIWANESE DELEGATION]
CHAN Mignonne Man-jung Chair & CEO, Out-of-the-Box Consultancy
CHANG Jaw-ling Joann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European and
American Studies, Academia Sinica

CHAO Chun-Shan
CHEN Annie
CHEN Bob L. J.
CHIU Darson

Chairman, The Prospect Foundation
Assistant Researcher, The Prospect Foundation
Deputy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in Korea
Director-General, Chinese Taipei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Secretary, Taipei Mission in Korea
Vice President, The Taiwan Thinktank
Deputy Executive Director, Taiwan WTO and
RTA Center,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Minister-Counsel, Taipei Mission in Korea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in Korea
Senior Advisor, The Prospect Foundation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ien-Hs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OU Shao-yen
LAI I-chung
LEE Roy Chun

SHIA Guang-hui
SHIH Ting Joseph
TAI Paul
YAN Jiann-Fa

YAO Alvin
YEN Kuo-ruey

Director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Prospect
Foundation
Director, Economic Division, Taipei Mission in
Korea

l 프로그램 :
May 23 (Monday)
Afternoon

Arrival of Taiwanese Delegation

18:30~20:00

Welcoming Reception
Venue: Oak Hall (4F)
Hosted by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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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Tuesday)

Venue: Maple Hall (4F)

09:00~09:15

Registration

09:15~09:30

Opening Session
Ÿ Welcoming Remarks:
JUNG Ku-Hyun (President, SFIA)
Ÿ Congratulatory Remarks:
CHAO Chun-Shan (Chairman, The Prospect Foundation)
Ÿ Congratulatory Remarks:
SHIH Ting Joseph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in Korea)

09:30~10:50

Session One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in Taipei and Seoul”
Ÿ Moderator:
CHUNG Eui-yong
(Co-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Ÿ Presenters:
YAN Jiann-Fa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ien-Hs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IM Jiyoon
(Research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Ÿ Commentator: AHN Byung-joon
(Visiting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10:50~11:10

Coffee Break

11:10~12:30

Session Two
“Prospect for Cross-Strait Relations”
Ÿ Moderator:
YOON Young-kwan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Ÿ Presenter:
CHANG Jaw-ling Joann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European and
American Studies, Academia Sinica)
Ÿ Commentator: CHUNG Jae-H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SN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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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30

Luncheon
Venue: Orchid Hall (4F)
"Political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s Unification Initiative"
Ÿ Speaker:
YOO Ho-Yeol
(Executive Vice-chairperso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14:30~15:50

Session Three
“Economic Prospect of China and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Ÿ Moderator:
CHAN Mignonne Man-jung
(Chair & CEO, Out-of-the-Box Consultancy)
Ÿ Presenters:
CHIU Darson
(Director-General, Chinese Taipei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KIM Yongjune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15:50~16:10

Coffee Break

16:10~17:30

Session Four
“Domestic Economic Challenges of Taiwan and Korea”
Ÿ Moderator:
AHN Choong-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Ÿ Presenters:
LEE Roy Chun
(Deputy Executive Director, Taiwan WTO
and RTA Center,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YI Insill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Vice President for
Public Affairs, Sogang University)

18:00~

Informal Dinner at Dalgae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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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Wednesday)
07:30~09:00

Breakfast Meeting

Venue: Orchid Hall (4F)
Taipei Delegation Only

"The Next Phase of Economic Growth"
Ÿ Speaker:
HYUN Oh-seok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09:00~10:20

Session Fiv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Ÿ Moderator:
KIM Woosa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Ÿ Presenters:
CHOI Kang
(Vice Presiden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LAI I-chung
(Vice President, The Taiwan Thinktank)

10:20~10:40

Coffee Break

10:40~12:00

Session Six
“Reconfiguration of Economic and Business Relations in East
Asia”
Ÿ Moderator:
CHANG Jaw-ling Joanne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European and
American Studies, Academia Sinica)
Ÿ Presenters:
AHN Dukgeu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 Mignonne Man-jung
(Chair & CEO, Out-of-the-Box Consultancy)

12:00~12:20

Wrap-up
President of SFIA and Head delegate of Taipei Delegation

12:30~14:00

Lunch, hosted by Taipei Mission

May 26 (Thursday)
Afternoon

Departure of Taiwanese De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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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Orchid Hall (4F)

2) The 7th Seoul-Tokyo Forum
l 일

시 : 2016년 9월 30일(금) ~ 10월 1일(토)

l 장

소 : Hotel New Otani, Tokyo

l 공동주최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l 주

제 : Overcoming Challenges and Moving Forward Together

l 지

원 : ㈜풍산

l 참 석 자 :
[KOREAN]
CHUNG Jae-Ho

JUNG Ku-Hyun

KIM Chungsoo

KIM Eun-mee
KIM Tae-hyo

KIM Yoon
KOO Christopher
LEE Sook Jong
PARK Cheol Hee

PARK Joon-woo
RYU Jin Roy
CHOI Yoo Mi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SNU-AC)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KAIST;
former Presiden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nior Counselor on Affairs of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former Visiting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Chairman and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Chairman of LS
President of the East Asia Institute;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irector,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of the Sejong Institute;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tical Affairs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Executive assistant, S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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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ARAI Hisamitsu

HARA Minoru
HOSOYA Yuichi

Vice President, IIPS; former Vice Minister of
International Affairs, METI
Vice President, IIPS;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Senior Research Fellow, IIPS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Keio University

IDE Tomoaki
IIDA Yasuyuki

Senior Research Fellow, IIPS
Associate Professor, Meiji University

KAWASHIMA Shin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Tokyo
University
Director,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Executive Director of Research, IIPS;
President,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dvisor, Toray Industries, Inc.; Vice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Vice Chairman, IIPS; Chairman,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enior Advisor,
Honorary Chairman,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President, Asahi Research Center Co., Ltd.;
Vice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Director in charge of Northeast Asia. Overseas

Fujisaki Ichiro

KIMURA Shinichiro
KITAOKA Shinichi

KOIZUMI Shinichi
MIMURA Akio

MIZUNO Yuji

MOMOMOTO Kazuhiro
NAKASONE Hirofumi
NISHINO Junya
SATO Ken
TAKAYASU Yuichi
TOKURA Masakazu
TOYODA Yutaka
WATANABE Hideo

YAMAGUCHI Noboru

Research Department, JETRO
Vice Chairman, IIPS;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former Foreign Minister
Professor, Keio University
President, IIPS; former Administrative Vice
Minister of Defense
Professor, Daito Bunka University
President & COO, Sumitomo Chemical Co.,Ltd
Senior Research Fellow, IIPS
Director, IIPS; Acting Chairman, Japan-Korea
Cooperation Committee; Former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Professo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former Lieutenant General, JGSDF

- 15 -

l 프로그램 :
September 30 (Friday)
Morning

Departure to Tokyo

12:30~13:00

Courtesy Visit to Mr. Yasuhiro Nakasone (Chairman, IIPS)

13:30~14:30

Welcome Lunch for Korean Participants
Venue: Horikawa
Hosted by Hisamitsu Arai (Vice President, IIPS)

15:00~15:30

Check-in at Hotel New Otani

15:30~15:40

Registration

15:40~16:00

Opening Ceremony
Ÿ Opening Address:
Ken Sato (President, IIPS)
JUNG Ku-Hyun (President, SFIA)

09:30~10:50

Session One
“Taking Stock of Regional Developments”
Ÿ Moderator:
LEE Sook Jong
(President, East Asia Institute)
Ÿ Presenters:
Shinichiro Kitaoka
(Executive Director of Research, IIPS)
Shin Kawashima
(Senior Fellow, IIPS)
CHUNG Jae-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8:30~20:30

Reception for All Participants
Venue: LAPIS L (16F)
Hosted by Hirofumi Nakasone (Vice Chairman, IIPS)
Ÿ Japanese Speaker: Fumio Kishida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Ÿ Korean Speaker:
Hon. LEE Joon-gyu
(Ambassador, Korean Embassy in
Japan)
Ÿ Toast by RYU Jin (Chairman, Poongsan Group)

Venue: Orizuru Sho Room (Arcad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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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 (Saturday)
09:30~11:30

Session Two
“How to re-kindle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Japan”
Ÿ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SFIA)
Ÿ Presenters:
Yasuyuki Iida
(Associate Professor, Meiji University)
KIM Chungsoo
(Senior Counselor on Affairs of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11:40~12:30

Business Leader Speech
Ÿ Masakazu Tokura
(President, Sumitomo Chemical Co., Ltd.)
Ÿ KIM Yoon
(Chairman and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12:30~13:20

Business Lunch

13:20~15:20

Session Three
“Is Enhancing Security Cooperation Possible?”
Ÿ Moderator:
Ichiro Fujisaki
(Vice President, IIPS)
Ÿ Presenters:
Noboru Yamaguchi
(Professo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Yuichi Hosoya

Venue: Satsuki (Lobby F)

(Senior Fellow, IIPS)
KIM Tae-hyo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15:20~15:40

Refreshments

15:40~17:40

Session Four
“General Session”
Ÿ Moderator:
Hisamitsu Arai
Ÿ Presenters:

(Vice President, IIPS)
Junya Nishino
(Professor, Keio University)
KIM Eun-m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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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Concluding Session
Ÿ Ken Sato
(President, IIPS)
Ÿ JUNG Ku-Hyun
(President, SFIA)

18:00~20:30

Farewell Dinner
Venue: Kurosawa (in Nagata-cho)
Hosted by Akio Mimura (Vice Chairman, IIPS)

October 2 (Sunday)
Morning

Charter bus from Hotel New Otani to Haneda Airport

3) The 14th Korea-Canada Forum
l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 29일(토)

l 장

소 : The Plaza, Seoul

l 공동주최 :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l 주

제 : Exploring and Expanding Global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anada

l 지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l 참 석 자 :
[KOREAN]
AHN Byung-joon

AHN Doehee
AHN Dukgeun
CHO Hae-hyeong
CHO Hee-yong

CHUN Jeyeon
HONG Ki-hyung
JUNG Hye-won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former Visiting Professor at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Chairman & CEO, Nara Holdings Corp.
Director, Center for Japanese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former
Ambassador to Canada
Executive Director,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Former President, Daejin University and
Jungwon University
Second Secretary,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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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s
JUNG Ku-Hyun
KANG Sue-yon
KIL Jeong-Woo

KIM Chan-Woo

KIM Dalchoong

KIM DoHoon

KIM Hae-jung
KIM Hang-kyung

KIM Hyoung-zhin
KIM Minju
KIM Myung-ja

KIM Sung-han
KIM Yongjune
LEE Hong-Koo
LEE Jae-Seung
LEE Jeong-Dong
LEE Jong-Tae
LEE Ju-Ho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 for North American Division II, MOFA
Visiting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former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Ambassador for Arct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mer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enya
Professor Emeritus,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former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Sogang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2nd Secretary at North American Division II,
MOFA
Chair-professor, Kangnam University; former
Vice-minister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Deputy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rketing Assistant,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resident,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Trade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orea University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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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LEE Kyung Hoon
LEE Seung-Hoon
LEE Seung-Ryul

LEE Yeonho
PARK Ihn-hwi
PARK In Kook
PARK Jin
PARK Joon-woo

SHIN Hyoung Chul
SUH Duck-Yull
YEO Seung-bae
YIM Sung-Joon
YOON Young-kwan

[CANADIAN]
Paul BRENNAN
Bill BROWN

Joseph CARON
James COTTER
Barry DEVOLIN
Len EDWARDS

Science & Technology
Former Chairman, Daewoo Corporation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Presid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Professor, Korea Aerospace
Universit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Affairs, Ewha Womans University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former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Director, Division of Strategy and Cooperation,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Director-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OFA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Ambassador to Canada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V.P. of International Partnerships, Colleges and
Institutes Canada
Regional Vice-President, Asia,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Export Development
Canada
Former Ambassador of Canada to China, Japan
and India
Defence Attache, Embassy of Canada
Professor, Sejong University; former Member
of Parliament
CIGI Distinguished Fellow, former Dep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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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tthew FRASER

Fen HAMPSON
Benoit

Deputy Director, Northeast Asia Division,
Global Affairs Canada
Senior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Canada
Director of Global Security and Politics, CIGI
Senior Research Associate, CIGI; Lecturer,

HARDY-CHARTRAND
Patrick HEBERT

University of Montreal
Political Counsellor, Embassy of Canada

Glen HODGSON

Senior Fellow, former Senior Vice-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Conference Board of
Canada
Writer at Large, the Globe and Mail
President, Canada Korea Society, Ottawa;
Board Member, University of Ottawa Brain &
Mind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Emeritus, University of
Saskatchewan; past (interim) President,
Athabasca University
President and CEO, Wavefront
Senior Vice-President, Asia Pacific & Japan,
Solace
Chairman, Baffinland Iron Mines Limited
PhD Candid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Carleton University

Steven GOODINSON

John IBBITSON
Young-Hae LEE

Peter MACKINNON

James MAYNARD
Kent NASH
Tom PADDON
Jennifer SPENCE
Sarah TAYLOR
Stephen J. TOOPE
Michael TURNER
Eric WALSH
Hyon Ju YI

Director General, North Asia & Oceania
Bureau, Global Affairs Canada
Director,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ersity of Toronto
V.P. System Strategies, Wesley Clover
International
Ambassador of Canada to the Republic of
Korea
Trade Commissioner, the Embassy of Canada

l 프로그램 :
October 27 (Thursday)
17:30~18:00

Venue: Orchid Hall(4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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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8:10

Opening Session
Ÿ Welcoming Remarks:
JUNG Ku-Hyun (President, SFIA)

18:10~18:20

Introduction of Invited Guests and Keynote Speaker
YIM Sung-Joon (Korean Co-Chair)

18:20~18:40

Keynote Speech and Q&A
KIM Hyoung-zhin (Deputy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8:40~20:30

Dinner

October 28 (Friday)

Venue: Maple Hall(4F)

08:30~09:00

Registration

09: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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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5~10:45

Session On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Security”
Ÿ Session Chair: PARK Jin
(Executive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Ÿ Panel: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Joseph CARON
(former Canadian Ambassador, China
and Japan)
Benoit HARDY-CHARTRAND
(Senior Research Associate, CIGI; Lecturer,
University of Montreal)

10:45~11: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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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30

Session Two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Digital Transformation”
Ÿ Session Chair: Michael TURNER
(V.P. System Strategies, Wesley Clover
International)
Ÿ Panel:
LEE Jeong-Do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ngjune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James MAYNARD
(President and CEO, Wavefront)
Kent NASH
(Senior Vice-President, Asia Pacific &
Japan, Solace)

12:30~14:00

Lunch
Venue: Ruby Hall(22F)
Special Speech by LEE Hong-Koo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14:00~15:30

Session Three
“Economic Paradigm Shift”
Ÿ Session Chair: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Ÿ Panel:
KIM DoHoon
(former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 and Trade)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Glen HODGSON
(Chief Economist, Conference Board of
Canada)
Bill BROWN
(Regional Vice-President, Asia,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Export Development
Canada)

15:30~15:45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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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7:15

Session Four
“Arctic Cooperation”
Ÿ Session Chair: Len EDWARDS
(CIGI Distinguished Fellow,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Ÿ Panel:
KIM Chan-Woo
(Ambassador for Arct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IN Hyoung Chul
(Director,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Jennifer SPENCE
(Ph.D. Candidate, Arctic Governance,
Carleton University)
Tom PADDON
(Chairman, Baffinland Iron Mines Limited)

18:00~20:00

Dinner hosted by Amb. Eric WALSH (Canadian Embassy)
Special Speech by Dr. Fen HAMPSON
(Director of the Global Politics and Security Program, CIGI)

October 29 (Saturday)
09:00~10:30

Session Five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Ÿ Session Chair: PARK Ihn-hwi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Ÿ Panel:
KIL Jeong-Woo
(former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LEE Yeonh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tephen J. TOOPE
(Director,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ersity of Toronto)
John IBBITSON
(Writer at Large, The Globe and Mail)

10:30~10:45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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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2:15

Session Six
“Cooperation in Educational Exchanges”
Ÿ Session Chair: Peter MACKINNON
(President Emeritus, University of
Saskatchewan; past (interim) President,
Athabasca University)
Ÿ Panel:
LEE Ju-Ho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LEE Seung-Ryul
(Presid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Professor, Korea
Aerospace University)
Paul BRENNAN
(V.P. of International Partnerships, Colleges
and Institutes Canada)
Young-Hae LEE
(President, Canada-Korea Society, Ottawa)
Ÿ Guest Participant: Barry DEVOLIN
(Professor, Sejong University; former
Member of Parliament)

12:15~12:30

Concluding Remarks

12:30~14:00

Farewell Lunch

Venue: Orchid Hall(4F)

4) The 15th Korea-India Dialogue
l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 19일(토)

l 장

소 : The Westin Chosun, Seoul

l 공동주최 :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Relations
l 주

제 : The Korea-India Special Strategic Relationship:
Responding to Emerging Global and Regional Challenges

l 지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l 참 석 자 :
[KOREAN]
AHN Choong 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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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 Wook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former

CHOI Arjuna Jong-moon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resident, CHARIS ADVISORS; former
Secretary General, Indian Chamber of
Commerce
Deputy Minister for Multilateral and Global

CHOI Nakgyoo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HANG Kook Hyun

CHUNG Jae-Ho
HA Bong-Soo

HAN Sung-Joo
HYUN Hong-choo
JUNG Ku-Hyun
KANG Hyunchul
KIM Changsu
KIM Jin Hyun
KIM Woosang

KIM Yongjune
LEE Hong Koo
LEE Ju-Ho
LEE KyungTae
LEE Seung-Hoon
LEE Soon-Cheul
MOON Jangnyeol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ecutive Vice-President and Chief Global
Business Office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nior Partner, Kim & Chang; former
Ambassador to the UN and the U.S.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irst Secretary, Southwest & Pacific Division,
MOFA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Chairman, World Peace Forum; former
President,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Yonsei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to Australia;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hief Editor, Korea Observer; former
Ambassador to OECD
Chairman,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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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Action officer for Nonproliferation

MOON Taeok
PAK Yongduk

Policy, Arms Control Off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nior Manager, KEPCO
Managing Director, 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Group,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KEEI)

SEO Minseong

Second Secretary, Southwest & Pacific
Division, MOFA

SOHN Jie-Ae
SUH Hyun-Do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enior Vice President, CJ E&M Global
Business Division
Senior Manager, KEPCO
Chairman, Humanity & Social Science Division,
NAS; former Vice President, Ewha Womans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Director,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 Korea

WON Tai-seung
YOO Jang-Hee

YOUNG Soogil

[INDIAN]
Mahua ACHARYA

Ajay CHANDPURIA
Nayantara DABARIYA
Vikram DORAISWAMI
Sujit GHOSH
Sanjana JOSHI
Rajat KATHURIA
Anil PADMANABHAN
Jagannath PANDA

Rishi RAMACHANDRAN
C. RAMKUMAR
Upender S. RAWAT

Assistant Director-General and Head,
Investment and Policy Solutions Division,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Defense Attache, Embassy of India, Seoul
Third Secretary, Embassy of India, Seoul
Ambassador of India to Korea
Director(East As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Senior Consultant, ICRIER
Director & CE, ICRIER
Executive Editor, Mint
Research Fellow & Centre Coordinator for
East Asia, the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IDSA)
Managing Director, Group IBI
Secondary Secretary (Political & Culture),
Embassy of India, Seoul
Minister & Deputy Chief of Mission, Embassy
of India,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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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h SHARMA

Senior Vice President, Kangnam Group; Vice

Narendra TANEJA
Nisha TANEJA
Skand TAYAL
Mijito VINITO

President, In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Chairman, Energy Security Group, FICCI
Professor, ICRIER
Former Indian Ambassador to Korea
Second Secretary (Commercial & Information),
Embassy of India, Seoul

l 프로그램 :
November 18 (Friday)
09:30~10:30

Inaugural Session
Venue: Lilac&TulipI2F)
Ÿ Welcoming Remarks: Co-Chairs
AHN Choong Yong
(President,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Rajat KATHURIA
(Director & CE, ICRIER)
Ÿ Guest Remarks
Vikram DORAISWAMI
(Ambassador of India to Korea)
Ÿ Keynote Address
LEE Hong Koo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Korea)

10:30~10:45

Coffee Break

10:45~12:15

Session One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New World
Security Order”
Ÿ Session Chair: HAN Sung-Joo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Ÿ Speakers:
Skand TAYAL
(former Indian Ambassador to Korea)
KIM Woosa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Ÿ Discussants: Sanjana JOSHI
(Senior Consultant, ICRIER)
CHUNG Jae-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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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4:00

Luncheon Session
Venue: Cosmos&Violet(2F)
Chair: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pecial Address by CHOI Arjuna Jong-moon
(Deputy Minister for Multilateral and Glob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14:00~15:30

Session Two
Venue: Lilac&Tulip(2F)
“Upgrading India-Korea CEPA for Its Full Potential”
Ÿ Session Chair: CHAE Wook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Ÿ Speakers:
Rishi RAMACHANDRAN
(Managing Director, Group IBI)
LEE Soon-Cheul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Ÿ Discussants: Nisha TANEJA
(Professor, ICRIER)
CHOI Nakgyo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5:30~15:45

Coffee Break

15:45~17:15

Session Three
“Bilateral Strategic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ies”
Ÿ Session Chair: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Ÿ Speakers:
KIM Changsu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Ajay CHANDPURIA
(Defense Attache, Embassy of India, Seoul)
Ÿ Discussants: Parth SHARMA
(Senior Vice President, Kangnam Group;
Vice President, In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Jagannath PANDA
(Research Fellow & Centre Coordinator for
East Asia, the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IDSA))
MOON Jangnyeol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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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8:45

Session Four
“India-Korea Collaboration in Energy”
Ÿ Session Chair: YOUNG Soogil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Director,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Korea)
Ÿ Speakers:
Narendra TANEJA
(Chairman, Energy Security Group, FICCI)
HA Bong-Soo
(Executive Vice-President and Chief Global
Business Office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Ÿ Discussants: Mahua ACHARYA
(Assistant Director-General and Head,
Investment and Policy Solutions Division,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PAK Yongduk
(Managing Director, 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Group,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

19:00~21:00

Dinner Session
Venue: Cosmos&Violet(2F)
Chair: AHN Choong 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Dinner Address by Rajat KATHURIA
(Director & CE, ICRIER; Head of Indian Delegation)

November 19 (Friday)
09:00~10:30

Session Five
Venue: Cosmos&Violet(2F)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SME's Capacity Building”
Ÿ Session Chair: YOO Jang-Hee
(Chairman, Humanity & Social Scienc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Ÿ Speakers:
Rajat KATHURIA
(Director & CE, ICRIER)
AHN Choong 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Ÿ Discussants: Anil PADMANABHAN
(Executive Editor, Mint)
LEE KyungTae
(Chief Editor, Korea Observer; former
Ambassador to OECD)
CHANG Kook Hyun
(President, CHARIS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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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45

Coffee Break

10:45~12:15

Session Six
“Enhancing Cultural and Education Exchange between
India and Korea”
Ÿ Session Chair: KIM Jin Hyun
(Chairman, World Peace Forum; former
President, University of Seoul)
Ÿ Speakers:
Anil PADMANABHAN
(Executive Editor, Mint)
SUH Hyun-Dong
(Senior Vice President, CJ E&M Global
Business Division)
Ÿ Discussants: LEE Ju-Ho
(Professor, KDI School)
Sanjana JOSHI
(Senior Consultant, ICRIER)

12:15~12:30

Concluding Session and Signing of Joint Statement
by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Rajat KATHURIA
(Director & CE, ICRIER)

12:30~13:30

Luncheon

Venue: Rose(2F)

2. 국제회의
1) China Study Mission
l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 23일(토)

l 장

소 : 중국 상해

l 공동주최 : 한국고등교육재단
l 참 석 자 :
[KOREAN]
CHEONG Young-Rok

CHUNG Jae Ho

Professor,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Economy, Korean Embassy
in China
Professor, International Relations & Director,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 31 -

HONG Yongtaek

Professor, Electrical and Computer

JUNG Dae-Ji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Partner, Kim & Chang Law Offices;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U.S.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JUNG Ku-Hyun

Advanced Studies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HYEON Taeghwan
HYUN Hong-choo

KIM Dalchoong
KIM Jong Seok
KIM Kyungwon
KIM Sung-han

KIM Woosang

KIM Yongjune
KIM Yoon
KWON Goohoon
LEE Seung-Hoon
LEE Shin-wha
PARK Da Sul
PARK In-kook
PARK Youngah
PARK Young-Ryeol
SHIN Seokmin
YIM Sung-joon

Affairs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former
President, SFIA
Professor, Economics, Hong Ik University;
President, Youido Institute
Program Officer,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rofessor, GSIS, Korea University; former
Kore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rofessor,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former Korean Ambassador to Australia;
former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Chairman and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Managing Director & Co-head of Research
(Global Investment Research) Goldman Sachs
Chairman,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Professor,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Program Officer,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Professor,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Korean Ambassador to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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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YOON Jonghyun
YOON Young-kwan

JEON Seonmi

Program Officer,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rofessor Emeritus,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K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dministrative Assistant

[CHINESE]
CAI Yuping

CHEN Dongxiao
HUANG Zhen
KIM Yu-Jin

LEE Kook Bong
LIU Jianglai

LONG Jing
MEI Yueli
REN Xiao
SHI Yongyong

WANG Xingming
WANG Zhengxu
WU Xinbo
XIE Fuji

YE John

Deputy Director, Japan & Korea Affairs,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Exchang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President,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Vice-President for Global Affairs and Human
Resources,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Senior Post-doctor,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Deputy Director, Korea Research Center,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om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Doctor, JI
Staff,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Exchang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Director, Center for Chinese Foreign Policy
Studies, Fudan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Principal Investigator,
Co-Eiditor-in-Chief of Hereditas Journal,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General Manager, Shanghai Gaoqiao-BASF Co.
Professor, Fudan University
Director, Center for American Studies, Fudan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Innovation and
Strategy, Antai College of Economics &
Management,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General Manager, Asset Fortune Holding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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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 Zheng
ZHAN Xingqun
ZHANG Jun
ZHANG Ruining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School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Professor, Fudan University
Staff,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ZHANG Weimin

Direct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Exchang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ZHANG Xin
ZUO Xuejin

Doctor, School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Professor,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l 프로그램 :
April 20 (Wednesday)
20:00

Delegation departs Incheon for Pudong

April 21 (Thursday)
09:30~11:30

Hosted by President & Dr. CHEN Dongxiao
Discussion meeting at the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 on such themes as Sino-U.S. relations,
Northeast Asian security, Sino-Japanese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issues

12:00~14:00

Lunch hosted by the SFIA

14:30~17:45

Seminar at the Foreign Affairs Office of Fudan University

Venue: Wanlixuznd

14:30~15:30

On U.S.-China Relations
Ÿ Presenter:
WU Xinbo
(Director, Center for American Studies)
Ÿ Discussant: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15:30~15:45

Coffee Break

15:45~16:45

On the Korean Peninsula
Ÿ Presenter:
REN Xiao
(Director, Center for Chinese Foreign
Policy Studies)
Ÿ Discussant: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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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7:45

18:30~

On Chinese Domestic Situations
Ÿ Presenter:
WANG Zhengxu
(Professor, Fudan University)
Ÿ Discussant:
CHUNG Jae 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inner hosted by the KFAS

Venue: Fu1088

April 22 (Friday)

Venue: Jiaotong Univ.
09:30~11:30

Seminar on the Future of Scientific Innovation in China
Ÿ Co-Chairs:
HUANG Zhen
(Vice President,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SJTU))
SHIN Seokmi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Ÿ Presenters:
"The PandaX Project in China – Looking
for the Dark Side of the Universe"
LIU Jianglai
(Professor,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Chinese Innovation-dricen Development
Strategy and Technology Catching-up Path"
XIE Fuji
(Professor,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Genomic Data Instructs the Innovation of
Biomedicine"
SHI Yongyong
(Professor,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Challenges and Future Ahead"
PARK Youngah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What 'Nano' Can Do For You"
HYEON Taeghwa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2:00~14:00

Lunch hosted by SJ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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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Liu Room (2F), Intercontinental Ruijin
15:00~18:00

Seminar on China's Macro-economy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15:00~16:20

China's Economic Stability under Xi Jinping
Ÿ Presenters:
ZHANG Jun
(Professor, Fudan University)
ZUO Xuejin
(Professor,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EONG Young-Ro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WON Gooho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16:20~16:40

Coffee Break

16:40~18:00

Evaluating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Firms
Ÿ Presenters:
WANG Xingming
(General Manager, Shanghai Gaoqiao-BASF
Co.)
YE John
(General Manager, Asset Fortune Holdings
Ltd.)
PARK Young-Ryeol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IM Yongjun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Venue: Peace Hotel, (11F)
18:30~

Dinner hosted by the Consul General

April 23 (Saturday)
10:00~12:00

City Tour (Xintiandi)

12:00~13:30

Lunch hosted by the SFIA

16:20~

Delegation departs Pudong for Incheon

- 36 -

Venue: Crystal Jade

2) 3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l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09:00 ~ 20:30

l 장

소 : Lotte Hotel Seoul

l 주

제 : Tectonic Shifts i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Global
and Regional Assessments

l 참 석 자 :
[SFIA Participants]
AHN Byung-joon

BARK Taeho

CHO Yoon-Je

CHUNG Chong Wook

CHUNG Jae-Ho

CHUNG Mong Joon
HAHM Chaibong
HAN Duck Soo
HAN Sung-Joo

HONG Seok-Hyun
HYUN Hong-choo
HYUN In-Taek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former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for Trade, Republic of Korea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ogang University; former Economic
Advisor to the President
Vice Chairperson,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form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SNU-AC)
Chairman of Asan Foundation; former Chairman
of The Grand National Party
Presiden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hairman of the Board, Climate Change
Center; former Prime Minister
Professor Emeritus of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Chairman, JoongAng Ilbo & JTBC;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Senior Partner, Kim & Chang; former
Ambassador to the UN and the United States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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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JUNG Ku-Hyun
KIM Chulsu

KIM Chungsoo

KIM Dalchoong

KIM Duyeon
KIM Eun Mee

KIM Hang Duk
KIM Hyo Joon
KIM Jin Hyun
KIM Myung-Ja

KIM Sung-han

KIM Woo Sang

LEE Hong-Koo
LEE In-Ho
LEE Jae-Seung
LEE Kyung Hoon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enior Advisor of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enior Counselor on Affairs of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President Emeritus,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Senior Fellow,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Professor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hairman of Jungbu City Gas; former Vice
Chairman of SK Corporation
Representative Director & President of BMW
Group Korea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former
Minister of Science & Technology
Chairperson of Korea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KBCSD);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Foreign Minister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to
Australia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Chair, KBS; former Ambassador to Russia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Former Chairman, Daewoo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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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yung Tae
LEE Seung-Hoon
LEE Shin-wha
LEE Yanghee

Chief Editor, Korea Observer; former
Ambassador to OECD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former Chairperson of the

MIN Sunshik
PARK Hyung soo

PARK In-kook

PARK Jin

RHEE Jang-Han
RYU Jin Roy
SAKONG Il
SOHN Jie-Ae
SONG Kyungjin
SONG Sang-Hyun

YIM Sung-Joon
YOO Se Hee
YOON Young-kwan

[Foreign Participants]
CHU Shulong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EO & Vice Chairman, YBM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former Commissioner of
Statistics Korea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FAS); former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Chairman,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Chairman, Chong Kun Dang Pharmaceutical
Corporation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Chairman,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former Minister of Finance, Republic of Korea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Presiden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President, Korean Committee for UNICEF;
former President and Appeals Judg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Ambassador to Canada
Professor Emeritu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at Tsing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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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in Beijing, China
Barry DESKER

Gilbert ROZMAN

Distinguished Fellow at th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President, the University of Niigata Prefecture,
Japan
Musgrave Professor Emeritus, Princeton

Naoki TANAKA

University
President, Center for International Public

Takashi INOGUCHI

Policy Studies (CIPPS)
Faculty of Social Sciences of the University of
Hong Kong

XIAO Geng

l 프로그램 :
September 22 (Thursday)
Foreign participants arrive in Seoul

Venue: Peninsula (1F)

September 23 (Friday)
08:00~09:00

Breakfast Meeting among Session Chairs and Presenters

09:00~09:30

Registration

09:30~09:40

Welcoming Remarks
JUNG Ku-Hyun (President, SFIA)

09:40~10:00

Keynote Address
LEE Hong-Koo (Chairman of the Board, SFIA)

10:00~11:50

Session One
"Is the Geopolitical Center of Gravity Moving? A Global
Assessment"
Ÿ Chair:
HAHM Chaibong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Ÿ Presenters:
Gilbert ROZMAN
(Princeton University)
CHU Shulong
(Tsinghua University)
PARK Jin
(Asia Future Institute)
Ÿ Open Discussion

Venue: Emerald Room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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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Luncheon
Venue: Astor Suite (36F)
Keynote Speech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Korea's Foreign Policy Challenges"
HAN Sung-Joo (Former Minister of Korean Affairs)

13:30~15:20

Session Two
"Assessing Shifts in the Asia-Pacific Economic Landscape"
Ÿ Chair:
SAKING Il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Ÿ Presenters:
BARK Taeho
(Seoul National University)
Naoki TANAKA
(Center for International Public Policy
Studies)
XIAO Geng
(University of Hong Kong)
Ÿ Open Discussion

15:20~15:40

Coffee Break

15:40~17:30

Session Three
"Challenges for the Region and Korea: Options and Choices"
Ÿ Chair:
AHN Byung-joon
(KDI School of Public Policy)
Ÿ Presenters:
Barry DESKER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Takashi INOGUCHI
(University Niigata Prefecture)
YOON Young-k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Ÿ Open Discussion

17:30~17:40

Closing Remarks
Lee Hong-Koo (Chairman of the Board, SFIA)

18:00~18:30

Pre-Dinner Reception

18:30~20:30

Special Dinner in Honor of the Founders and Supporters

September 24 (Saturday)
Foreign participants depart fro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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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Garnet Suite (37F)

III. 국내외 인사 초청 간담회
1. 대만 민진당 간부 예방 간담회
l 일

시 : 2016년 4월 7일(목) 09:30 ~ 11:0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주

제 : 신 대만 정부의 국내외 정책

l 참

석 : 김달중

이홍구

정구현

최

강

HUANG James C. F.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ANG Chen-ya Angela (Executive Director, Thinking
Taiwan Foundation)
CHAO Vincent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OONG Sy-Chi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East Asia Studies,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KUNG Ming-Hsin (Vice President,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LII Wen (Specialis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SHIH Yi-jin (Researcher, New Frontier Foundation)

2. Robert Einhorn 초청 조찬간담회
l 일

시 : 2016년 4월 12일(목)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주

제 :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l 참 석 자 : 김성한

이홍구

정재호

최

강

한승주

함재봉

Robert EINHORN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Program,
Brookings Institution)
KIM Duyeon (Associate, Nuclear Policy Program,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3. Gerald Curtis 콜롬비아 대학 명예교수 초청 만찬간담회
l 일

시 : 2016년 5월 20일(금) 18:30 ~ 20:30

l 장

소 : 롯데호텔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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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

제 : 아베정권하의 미국과 동아시아

l 참 석 자 : 김기환

김성한

박철희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현홍주

4. 대만 원경기금회 대표단 방문 간담회
l 일

시 : 2016년 10월 6일(목) 10:30 ~ 11:3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주

제 :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

l 참 석 자 : 이홍구

정구현

이상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賴怡忠(라이이쭝) 원경기금회 회장
戴日修(다이르슈) 원경기금회 고문
李明峻(리밍쥰) 대만 中信金融管理學院 조교수
裘兆琳(츄자오린) 대만 中央�究院歐美所 연구원
沈明室(선밍스) 대만 國防大學戰略�究所 부교수
張葆源(장바오웬) 원경기금회 이사장 특별비서
黃美鳳(황메이펑) 원경기금회 국제연구교류조 부조장

5.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안보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
l 일

시 : 2016년 10월 25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주

제 : 북한의 핵무기개발 역량 평가

l 참 석 자 : 김성한

박철희

정구현

정재호

이광석 (주 보스턴 총영사관 영사)
M. Taylor FRAVE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IT)
Francis J. GAVI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IT)
Vipin NARA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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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영산외교인상
1. 영산외교인상 시상식
l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 19:00 ~ 21:00

l 장

소 : The Plaza 루비홀

l 참 석 자 : 이홍구 이사장 외 39인
l 수상자 및 공적
― 정부 부문:

박노벽 주 러시아 한국대사
4년여에 걸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
국내여건을 조성하고 한미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민간 부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2003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재판관으로
선출되어 국제 정의와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지난 6년간은 동 재판소의 제 2대 소장으로서
국제형사시스템 구축에 공헌함.

l 프로그램 (사회: 김우상 교수)
국민의례
인사말

정구현 회장

심사보고

한승주 영산외교인상위원장

시상

이홍구 이사장

수상소감

박노벽 주 러시아 대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축사

윤병세 외교부장관

만찬

V. 기타모임
1. 새해인사모임
l 일

시 : 2017년 1월 16일(월) 18:00 ~ 21:00

l 장

소 : 서울클럽 한라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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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참 석 자 :
김달중(김옥경)

김

윤(김유희)

김은미S(윤종하)

김종석(이혜양)

김진현(민태희)

김항덕(이혜원)

박

박형수(문수정)

백진현(이숙종)

송상현(김명신)

안병준(조영자)

엄구호(양미경)

유세희(김문자)

이경훈(윤미덕)

이홍구(박한옥)

정구현(박은경)

정종욱(김화원)

채

한덕수(최아영)

한승수(홍소자)

한승주(이성미)

현홍주(문영혜)

욱(박금미)

김정수(이현숙)
진(조윤희)

김명자

김성한

김용준

김은미

민선식

박인국

박철희

사공일

송경진

신웅식

신수정

안덕근

안충영

양수길

이경태

이인실

이인호

이재승

이회성

임성준

조해형

최

현인택

강

김진명 (소설가)
l 프로그램 :
18:00~18:20

인사 교환

18:20~18:30

이사장 환영인사

18:30~19:20

초청 강연: 소설가 김진명
“고구려와 나: 소설가 김진명의 세계관”

19:20~20:20

저녁 식사

20:20~20:40

2017년 전망
(1) 안보 분야: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2) 경제 분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20:40~21:00

질문 및 코멘트

21:00

폐회

2. 세계은행 부총재 주최 만찬
l 일

시 : 2016년 1월 21일(목) 18:00 ~ 20:00

l 장

소 : 롯데호텔 도림

l 참 석 자 : 정재호

한승주

정구현

김기환

이정민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Axel van Trotsenburg (Vice President, East Asia
and Pacific)
Bert Hofman (Country Director, China, Mongolia, Korea)
Zoubida Kheros Allaoua (Senior Regional Advisor)

- 45 -

Joyce Msuya (Special Representative, Korea)
Wansup Kim (Program Manager, Korea)

3. 석정 주한대만대표 주최 만찬
l 일

시 : 2016년 4월 7일(목) 18:30 ~ 20:30

l 장

소 : 롯데호텔 칼튼스위트

l 참 석 자 : 김달중

박태호

이홍구

정구현

최

강

함재봉

SHIH Ting Joseph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CHEN Bob L. J. (Deputy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SHIA Guang-hui (Minister-Counselor, Taipei Mission)
CHOU Shao-yen (Third Secretary, Taipei Mission)

4. 윤병세 외교부장관 공관 초청 만찬
l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19:00 ~ 21:00

l 장

소 :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

l 참 석 자 : 김명자

김은미

이홍구

정구현

정종욱

현홍주

함재봉

현홍주

이홍구

정구현

정구현

조윤제

5. Koro BESSHO 주한일본대사 환송 조찬
l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08:00 ~ 10:00

l 장

소 : The Plaza Seoul 무라사키

l 참 석 자 : 김은미

박철희

안충영

이홍구

Koro BESSHO (주한 일본대사)
Hideo SUZUKI (주한 차석공사)

6. 신입회원 환영오찬(1)
l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김용준

민선식

l 양

이주호

해 : 김병연

박형수

송경진

7. 신입회원 환영오찬(2)
l 일

시 : 2016년 8월 4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김병연

민선식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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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8. Jeffrey Wilson Murdoch 대학교 교수 면담
l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08:00 ~ 09:3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주

제 : TPP와 트럼프

l 참 석 자 : 정구현
Jeffrey WILSON (Fellow of the Asia Research Centre &
Senior Lecture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Murdoch University)

9. 김효준 BMW Korea 사장 초청 오찬
l 일

시 : 2016년 12월 27일(화) 12:00 ~ 14:00

l 장

소 : 조선호텔 스시조

l 참 석 자 : 김효준

이홍구

정구현

10. 석정 주한대만대표 초청 오찬
l 일

시 : 2016년 12월 29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김달중

김정수

이홍구

정구현

최

강

SHIH Ting (Representative, Taipei Mission)
SHIA Guang-hui (Minister Counselor, Taipei Mission)
CHOU Shaoyen (Third Secretary, Political Division,
Taipei Mission)

VI.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1. 정기총회
l 일

시 : 2016년 2월 25일(목) 11:30 ~ 14:0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참

석 : 김기환

김달중

김명자

김성한

김진현

민선식

박태호
이인실
정종욱
홍기택

엄구호
이인호
조윤제

유세희
이홍구
조해형

이경태
임성준
한승주

이승훈
정구현
현인택

이신화
정의용
현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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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

l 배

임 : 권준모

김남구

김동연

김

윤

김은미

김은미S

김재호

김철수

김항덕

김효준

박영주

박

박철희
안덕근
이장한
한승수

백진현
안병준
이회성
한철수

사공일
양수길
정영록
함재봉

손지애
유장희
정재호
허용수

송상현
윤영관
채 욱
홍석현

신웅식
이경훈
최 강
홍정욱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진

석 : 최유미 (간사)

2. 이 사 회
1) 정기이사회
l 일

시 : 2016년 2월 18일(목) 11:30 ~ 12:3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 김달중
한승주
진

김

윤

김은미

이승훈

조석래

조윤제

현홍주

l 양

해 : 류

이인호

l 배

석 : 최유미 (간사)

2) 임시이사회
l 일

시 : 2016년 4월 11일(월) 11:00 ~ 12:0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 김달중

김명자

박영주

이홍구

정구현

l 양

현홍주
해 : 김 윤

김은미

류

이승훈

조윤제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진

3. 운영위원회
1) 1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6년 2월 16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남구

김달중

김종석

이홍구

정구현

최

l 양

해 : 김은미

류

박철희

이신화

이정민

한승주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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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 제 2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6년 4월 29일(금)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은미

손지애

엄구호

이홍구

정구현

l 양

해 : 김남구

류

민선식

이승훈

이신화

정재호

l 배

한승주
석 : 최유미 (간사)

진

3) 제 3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6년 6월 28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남구

김달중

김은미

류

진

민선식

손지애

이승훈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한승주

l 양

엄구호
해 : 이신화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이승훈

이신화

4) 제 4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6년 9월 12일(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남구

류

진

민선식

l 양

이홍구
해 : 김은미

정구현
손지애

정재호
한승주

엄구호

5) 제 5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김은미

류

진

민선식

정구현
이승훈

정재호
이신화

한승주

l 양

이홍구
해 : 김남구

l 배

석 : 최유미 (간사)

4. 프로그램위원회
1) China Study Mission 업무회의
l 일

시 : 2016년 1월 11일(월) 12:0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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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애

엄구호

l 장

소 : 벨레상스 서울 호텔 맨해튼 그릴

l 참

석 : 이신화

정구현

정재호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2) China Study Mission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6년 3월 11일(금)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정구현

정영록

정재호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교류3팀 팀장)
김경원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식나눔팀 소속)

3) 제 15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6년 3월 28일(월) 18:30 ~ 20:00

l 장

소 : 메이징 에이

l 참

석 : 김종석

안충영

정구현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준규 (전 인도대사)
이해원 (한양대학교 교수)
장국현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4) 제 23차 서울-타이베이 포럼 업무협의
l 일

시 : 2016년 4월 1일(금) 12:30 ~ 14:00

l 장

소 : 조선호텔 베키아 에 누보

l 참

석 : 정구현

최

강

정노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실 행정원)

5) 제 14차 한국-캐나다 포럼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안덕근

l 배

권성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장)
석 : 최유미 (간사)

이신화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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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6) 제 14차 한국-캐나다 포럼 2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6년 7월 21일(목) 07:15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베키아 에 누보

l 참

석 : 안덕근

l 배

김찬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오상훈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 외무서기관)
석 : 최유미 (간사)

이신화

임성준

정구현

7) 제 14차 한국-캐나다 포럼 3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6년 9월 21일(수)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안덕근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이신화

임성준

8) 제 14차 한국-캐나다 포럼 4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길정우

김용준

안덕근

윤영관

정구현
강수연 (외교부 북미2과 과장)

l 양

김도훈
김찬우
이승렬
이연호
이정동
해 : 김성한

(전 산업연구원 원장)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한국캐나다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박 진
이주호
정재호

l 배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신형철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
석 : 최유미 (간사)

9) 2017년 사업계획 협의
l 일

시 : 2016년 11월 7일(월) 18:00 ~ 20: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정구현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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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임성준

10) 제 15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평가회의
l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12:00 ~ 14:00

l 장

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 일폰테

l 참

석 : 안충영

정구현

채

욱

Vikram DORAISWAMI (Ambassador of India to Korea)
Upender S. RAWAT (Minister & Deputy Chief of Mission,
Embassy of India, Seoul)
Ajai CHANDPURIA (Defense Attache, Embassy of India,
Seoul)

5. 연구위원회
1) 제 1차 연구위원회 확대회의
l 일

시 : 2016년 2월 22일(월) 18:30 ~ 20:3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이신화

이회성

정구현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
l 양

해 : 안덕근

한석희 (상해 총영사 근무)

6. 회원위원회
1) 제 1차 회원위원회
l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은미S

김효준

l 양

해 : 권준모

함재봉

민선식

정구현

2) 제 2차 회원위원회
l 일

시 : 2016년 8월 31일(수)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은미S

l 양

해 : 권준모

김효준

민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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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함재봉

7. 재무위원회
1) 제 1차 재무위원회
l 일

시 : 2016년 7월 12일(화) 07:30 ~ 09:00

l 장
l 참
l 양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석 : 김남구
박태호
이인실
정구현
해 : 권구훈

2) 제 2차 재무위원회
l
l
l
l

일
장
참
양

시
소
석
해

:
:
:
:

2016년 11월 9일(수) 07:30 ~ 09:00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김남구
박태호
이인실
정구현
권구훈

8. 영산외교인상위원회
1) 제 1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일

시 : 2016년 1월 27일(수) 11:00 ~ 12:30

l 장
l 참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석 : 김성한
김우상
김은미
이홍구
한승주
현홍주

l 양

해 : 김달중

정구현

정의용

시 : 2016년 10월 26일(수) 11:00 ~ 12:00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석 : 김달중
김성한
김우상
이홍구
정구현
현홍주
해 : 김은미
정의용

한승주

2) 제 1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일
l 장
l 참
l 양

9. 30주년위원회
1) 제 3차 30주년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6년 1월 27일(수) 08:00 ~ 09:30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석 : 김성한
김은미
민선식
안덕근
이승훈
이정민
정구현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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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2) 제 4차 30주년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6년 3월 31일(목) 07:30 ~ 09:00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석 : 김성한
김은미
민선식
이승훈
이신화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l 양

해 : 안덕근

10. 30주년 연구보고서 기획위원회
1) 제 1차 30주년 연구보고서 기획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6년 8월 5일(금) 12:00 ~ 14:00
소 : 달개비
석 : 박형수
이신화
이주호
정구현
정재호

2) 제 2차 30주년 연구보고서 기획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6년 8월 19일(금) 12:00 ~ 13:30
소 : 용평 리조트 도라지
석 : 박형수
이신화
이주호
정구현
정재호

3) 제 3차 30주년 연구보고서 기획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6년 9월 7일(수) 07:30 ~ 09:00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석 : 박형수
이신화
이주호
정구현
정재호

4) 제 4차 30주년 연구보고서 기획위원회
l 일
l 장
l 참
l 배

시 : 2016년 12월 28일(수) 12:00 ~ 14:00
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서궁
석 : 박형수
이신화
이주호
정구현
정재호
안현주 (클라우드나인 대표)
석 : 손규원 (Research Fellow)

5) 30주년 연구보고서 협의
l
l
l
l

일
장
참
배

시
소
석
석

:
:
:
:

2016년 12월 31일(토) 12:00 ~ 14:00
JW Marriott Seoul 미카도
이신화
정구현
손규원 (Research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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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VII. 출

판

1. 2015년도 한글연차보고서 (72pp.)
2. Seoul Forum Annual Review 2015-2016 (76pp.)
3. 서울국제포럼 발전계획 2016-2020 (42pp.)
4. 포럼 및 국제회의 결과 보고서
1) The 14th Korea-India Dialogue 결과보고서 (54pp.)
2) The 13th Korea-Canada Forum 결과보고서 (56pp.)
3) China Study Mission 2016 결과보고서 (45pp.)
4) The 23rd Seoul-Taipei Forum 결과보고서 (61pp.)

VIII. 웹사이트 및 뉴스레터
― Seoul Forum 브리프 VOL.3 NO.1 (2016년 03월 25일 발행)
― Seoul Forum Focus

VOL.4 NO.1 (2016년 07월 28일 발행)

― Seoul Forum 브리프 VOL.3 NO.2 (2016년 11월 01일 발행)
― Seoul Forum Focus

VOL.4 NO.2 (2016년 12월 26일 발행)

IX. CSCAP-Korea 지원사업
1. CSCAP-Korea 활동 목적
� CSCAP-Korea(한국아태안보협력위원회)는 아태지역 24개국으로 구성된
민간 다자협력체인 CSCAP(아태안보협력이사회)의 한국 지부임. 1993년
출범한 CSCAP은 정부간 다자협의체인 ARF(아세안지역포럼)의 활동을
민간차원에서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CSCAP-Korea는
CSCAP의 회원국 기관으로서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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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달중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CSCAP-Korea 초대회장으로 CSCAP-Korea
활동을 제도화하였고,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께서 CSCAP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역임하였음. 서울포럼 회원인 현인택·김성한·이재승
고려대 교수, 이정민·김우상·이정훈·모종린 연세대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등이
CSCAP-Korea 회장, 총무, 운영위원 등으로 CSCAP-Korea의 발전에
기여하였음.

2. CSCAP-Korea 운영위원회 및 총회 개최
1) 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6/1/14)
제2차 운영위원회 (2016/12/27)
2)

총회 (2016/2/26)
� 장 소 :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 참석자 : 김성한 외
� 결 과 : 2015년 활동보고, 재정 및 감사보고, 2016년 활동계획 승인
CSCAP-Korea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추인
CSCAP-Malaysia와 ‘PKO’ 연구반 창설 공동 추진 추인

3.

CSCAP 관련 회의 참가
1)

국제 회의 참가
기간

회의명

장소

1월 21-22일

제 2차 예방외교 연구반

싱가포르

3월 30-31일

CSCAP Retreat on Track 1 Relations

말레이시아

4월 3-5일

제 1차 해양환경보호 연구반

필리핀

4월 7-9일

영공 및 해상 수색과 구조 조율 연구반

인도

4월17-18일

비확산 및 군축 연구반

말레이시아

6월 1-2일

45차 운영위원회

말레이시아

8월 8-9일

동남아 전략 무역 통제 연구반

태국

9월 4-6일

제 2차 해양환경보호 연구반

중국

9월 19-20일

핵에너지 전문가 그룹 회의

싱가포르

12월 8-9일

46차 운영위원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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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CAP-China와의 업무 협의
� 회의명 : Consultation meeting between CSCAP-Korea and
CSCAP-China
� 일 시 : 2016. 4. 7(화), 16:00 ∼ 20:00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 참석자 : 김성한 외
� 결 과 : CSCAP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증진 방안
CSCAP의 비 아세안 국가 출신 의장인 미국 Ralph Cossa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Co-Chair 선출과 관련된
업무 협의

3)

제 1차 PKO 연구반 서울 개최(공동의장: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 회의명 : First Meeting of the CSCAP Study Group on Enhancing
Contributions from Asia Pacific Countries to UN
Peacekeeping Operations
� 일 시 : 2016. 11. 11(금)-12(토)
� 장 소 : 서울 서머셋 호텔
� 참석자 : 11개국, 21명 참석 (한국 측 참석자 6명 포함)
� 결 과 : 동 연구반은 CSCAP-Korea, CSCAP-Malaysia,
CSCAP-Cambodia가 공동 의장국으로 2차 회의는
CSCAP-Malaysia 주관으로 말레이시아에서 2017년 4월
20-21일 개최 예정
3차 회의는 CSCAP-Cambodia 주관으로 캄보디아에서
2017년 하반기 개최 예정

<회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1

김달중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3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

4

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5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6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7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8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9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0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1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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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3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

14

신창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5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16

엄태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7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8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9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20

이석수

국방대학교 교수

21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2

이유진

KDB 산업은행

23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4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5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6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7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28

전성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29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30

정철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31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2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33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34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35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36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37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38

현인택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

39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0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운영위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1

김달중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3
4

박재적
안세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 교수

5

엄태암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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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7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10

한인택
현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

11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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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부록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 26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25 (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 서울국제포럼

과

(단위 : 원)

제 26 (당)기

목

금

Ⅰ. 유동자산

제 25 (전)기
액

금

액

3,846,803,986

3,733,558,741

3,846,803,986

3,733,558,741

220,147,656

202,754,416

(1) 투자자산

198,019,801

198,019,801

(2) 유형자산

22,127,855

4,734,615

4,066,951,642

3,936,313,157

4,996,340

4,910,160

11,501,833

9,103,992

16,498,173

14,014,152

Ⅰ. 기본재산

1,500,000,000

1,500,000,000

Ⅲ. 보통재산

2,550,453,469

2,422,299,005

자본 총계

4,050,453,469

3,922,299,005

부채와 자본 총계

4,066,951,642

3,936,313,157

(1) 당좌자산
Ⅱ.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채 총계

손익계산서
제 26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25 (당)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서울국제포럼

과

(단위 : 원)

목

제 26 (당)기
금

제 25 (전)기
액

금

액

Ⅰ. 사업수익

597,677,945

622,028,796

Ⅱ. 사업비

330,269,831

279,614,586

Ⅲ. 운영비

275,922,972

235,707,194

8,514,858

106,707,016

Ⅴ. 사업 외 수익

213,754,260

103,437,662

Ⅵ. 사업 외 비용

77,084,938

308,198,530

128,154,464

-98,053,852

Ⅳ. 사업이익

Ⅶ. 당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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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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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의결사항: 1. 전 회의록 접수
2. 감사 보고의 추인
3. 2015년 사업보고 및 결산의 심의 및 승인
4.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및 승인
5. 임원 선출(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보고사항: 1. 30주년 기념 연구사업안 및 심포지엄
2. 30주년위원회 진행상황 보고
3. 2015 영산외교인상 심사결과와 시상식 계획
4. 사무국 이전 계획
5. 회원 및 임원 현황
자

료: 2016년도 정기총회 자료책자 (pp.51)
1. 참석자 및 위임자 명단
2. 2015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3. 2015년 사업보고
4. 2015년 결산보고
5. 외부회계감사보고서
6. 감사의견서
7. 2016년 사업계획 및 캘린더
8. 2016년 예산안
9. 30주년 기념 연구사업안
10.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계획안
11. 30주년위원회 중간보고
12. 2015 영산외교인상 심사결과와 시상식 계획
13. 사무국 이전 계획
14. 회원 현황
15. 2015년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16. 정관 및 법인 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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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2월 25일(목) 11:30-13:30

장

소: 서울클럽 ‘지리산룸’

참 석 자: 참석회원 25인 및 위임회원 34인 총 59인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의

장: 정구현 회장

기

록: 최유미 간사

Ⅱ. 회의내용: 보고 및 의결 사항
1. 개회: 정구현 회장이 참석회원과 위임회원 명단을 확인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2. 의결사항
1) 2015년 총회 회의록을 접수함
2) 정구현 회장이 2015년도 사업과 결산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3) 이승훈 감사와 조윤제 감사가 2015년 감사보고를 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추인함
4) 정구현 회장이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5) 정구현 회장이 2016년도 예산(수입 및 지출)을 설명하였으며, 총회는 이릉 승인함
6) 임원선출
(1) 총회는 정구현 회장의 2년 임기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2) 총회는 류진 부회장과 김은미 부회장의 2년 임기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3) 총회는 만장일치로 김달중, 김

윤, 김은미, 류

진,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현홍주 이사의 연임을 의결하고, 조석래, 이인호 이사의 이사직 사의 표명에
따라서 김명자, 박영주 회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함.
(4) 총회는 만장일치로 이승훈, 조윤제 회원을 감사로 유임함.
3. 보고사항
1) 정구현 회장이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대주제의 30주년 기념
연구사업안을 설명함.
 대전환의 動因과 내용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
 대한민국의 선택
 창립 30주년 기념사업과 향후 계획
(1) 2015년 8월 21일(금) ~ 22일(토) 용평세미나
: 지정학적 변화, 인구변화와 기술변화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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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세션을 가짐.
2015년 11월 19일(목) Agenda Workshop Ⅱ
: '인구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열림.
(2) 2016년 계획
: 3월과 6월 Agenda Workshop을 두 차례 갖고, 8월 용평세미나에서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해 토의
(3) 출판계획
: 2015~2016년 두 차례의 용평세미나, 세 차례의 Agenda Workshop
내용을 잘 정리하여 뉴스레터나 e-report의 형태로 전체회원이 공유
: 2016년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가 완료된 후, 이를 중심으로 전체
주제에 대한 한글보고서를 2016년 말까지 발간
: Annual Review 30주년 특별호를 2017년 상반기에 발간
(4) 사업예산
: 2016년 가을 국제회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 후 논의
2) 정구현 회장이 30주년기념 심포지엄 기획안을 설명함.
 일시: 2016년 9월 23일(금)
 주제: Grand Transformation and Korea's Choice (가제)
3) 이신화 연구위원장이 30주년위원회 진행상황을 보고함.
4) 이신화 연구위원장이 30주년위원회가 작업하고 있는 서울국제포럼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설명함.
 향후 포럼의 정체성과 발전방향
(1) 포럼의 정체성과 임무
: 글로벌 및 지역의 안보와 경제 및 기후변화와 질병과 같은 초국가적 이슈
등 제반 문제에 대한 ‘국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독립적이고
비정파적인 민간 집당지성(think-net)
(2) 회원
: 40대 이상의 전문가와 리더그룹을 회원으로 영입하되, 전체회원 수는
현재보다 조금 늘려 최대 120-130명 정도 유지하되, 여러 형태의 회원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3) 포럼의 성격
: think-tank의 기능보다는 think-net의 역할을 유지
: 진솔하고 심층적 토론을 위하여 Chatham House Rule을 원칙으로 하되,
뉴스레터나 온라인 보고서 형태로 더 많은 청중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온라인매체를 적극 활용,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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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럼의 역점 분야
: 향후 2-3년간 추진할 단기과제와 향후 5-15년 이상 고려할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관심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2017년까지의 집중주제: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대주제
아래 2015년 8월 용평세미나를 시작으로 2016년 말까지 여러 차례의
어젠다 워크숍, 토론회, 회의를 가진 후 이를 정리하여 정책 건의안을
만들고자 함.
: 세계질서의 대전환의 주요 동인으로는 크게 4가지, 즉 i) 지정학적 변화,
ii) 기술변화, iii) 인구동학, iv) 기후변화대책을 포럼의 역점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5) 연구활동
: 장기적인 연구과제보다는 포럼 개별회원들이 제안하는 시사성 있는
연구를 일회성이나 단기성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정책자문활동
: 국가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메가 트렌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국정 아젠다를 건의하는 일종의 국가전략의 source 역할을 하며,
국가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비정파적인 입장에서 중요 국정 아젠다에
대한 간헐적인 제안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7) 양자포럼
: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몇 나라들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포럼은
i)해당 양자포럼에 대한 외부 기관이나 회원의 지원이 있고, ii) 상대국의
협력 파트너가 역량과 신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분간 지속함.
(8) 포럼의 사회적 공헌
: 협력 기관이 있는 경우, 학생을 모집하고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일은 협력기관이 하고 본 포럼은 인적 자원, 즉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멘토나 강사의 역할을 하며, 본 포럼의 프로그램 중 공개
가능한 회의나 프로그램에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게 한다. 서울포럼의
인력이나 회의실이 더 확보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9) 포럼의 재정
: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와는 별도로, 포럼의 기업가 회원이 연 1000 만원
정도 찬조하도록 하여 매년 추가적인 사업재원을 확보한다. 회비, 이자
수입 및 회원찬조금을 합쳐 약 4억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약 1억원의
경상비와 3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사용한다.
(10) 포럼의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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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구현 회장이 ‘2015년 영산외교인상’ 수상자 및 시상식 일자를 보고함.
 정부부문: 박노벽 주 러시아 대사
민간부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시상 일시 및 장소: 3월 18일 19:00 플라자호텔 ‘루비홀’
6) 정구현 회장이 사무국 이전 계획을 보고함.
4. 정구현 회장이 폐회를 선언함.
기록: 최유미 간사
확인: 정구현 회장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참석 (25인)
김기환
유세희
정구현
홍기택

김달중
이경태
정의용

김명자
이승훈
정종욱

김성한
이신화
조윤제

김진현
이인실
조해형

민선식
이인호
한승주

박태호
이홍구
현인택

엄구호
임성준
현홍주

김은미S
백진현
유장희
최 강

김재호
사공일
윤영관
한승수

김철수
손지애
이경훈
한철수

위임 (36인)
권준모
김항덕
송상현
이장한
함재봉

김남구
김효준
신웅식
이회성
허용수

김동연
박영주
안덕근
정영록
홍석현

김 윤
박 진
안병준
정재호
홍정욱

김은미
박철희
양수길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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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의결사항: 1. 2016년 사업보고
2. 2016년 결산
3. 감사보고
4. 2017년 사업계획
5. 2017년 예산
보고사항: 1. 2016년 영산외교인상 심사결과와 시상식 계획
2. 명예회원 연회비 면제 (정관 제 3조 및 제 21조 2항)
3. 연세대 아카이브 사업 추진
4. 30주년 연구보고서 발간 진행상황
5. 회원 및 임원 현황
6. CSCAP-Korea 2016년 활동 보고
자

료: 2017년도 정기총회 자료책자 (pp.66)
1. 참석자 및 위임자 명단
2. 2016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3. 2016년 사업보고 및 캘린터
4. 2016년 결산보고
5. 2016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외부회계감사보고서
7. 감사의견서
8. 2017년 사업계획 및 캘린더
9. 2017년 예산안
10. 정관 및 규정
11. 명예회원 명단
12. 회원 명단
13. 2016년 이사회 및 위원회구성
14. CSCAP-Korea 2016년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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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2월 24일(금) 12:00-14:00

장

소: 서울클럽 ‘지리산룸’

참 석 자: 참석회원 14인 및 위임회원 49인 총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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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접수함.
2. 의결사항
1) 정재호 프로그램위원장이 2016년도 사업을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2) 정구현 회장이 2016년도 회계 결산을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3) 이승훈 감사가 2016년 감사보고를 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추인함.
4) 정재호 프로그램위원장이 2017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5) 정구현 회장이 2016년도 예산(수입 및 지출)을 설명하였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함.
3. 보고사항
1) 정구현 회장이 2016 영산외교인상 심사결과 시상식 계획을 보고함.
 매년 ‘공관장 회의’ 일정에 맞추어 개최된 영산외교인상 시상식이 공관장 회의 일
정이 미루어진 올해는 연기됨을 보고하고, 유동적이긴 하지만 4월까지 수상자를
선정, 5-6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진행.
2) 정구현 회장이 ‘명예회원의 연회비 면제’ 의결 건을 보고함.
 제 1차 운영위원회에서‘명예회원(만 80세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듬해부터 연회
비 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의결함을 보고함.
3) 정구현 회장이 ‘연세대학교 아카이브 사업 추진’ 보고를 함.
 연세대 박물관에 ‘서울국제포럼 아카이브’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지난 1월 17일
박물관 측과 협약을 체결
 서울국제포럼의 모든 행사, 자료와 발간물을 보존할 것이므로, 앞으로 한국의 민
간외교 역사의 사료를 영구 보관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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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구현 회장이 30주년 연구보고서 발간 진행상황을 보고함.
 현재 출판사에서 원고 교정 작업 중, 3월 초 발간 예정
5) 정구현 회장이 총회일자 기준 108인의 회원 및 임원 현황(임기 2016~ 2017)을
보고함.
6) 김성한 CSCAP-Korea 회장이 2016년도 활동 보고를 함.
4. 정구현 회장이 폐회를 선언함.
기록: 최유미 간사
확인: 정구현 회장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참석 (14인)
김달중
이홍구

김명자
임성준

김성한
정구현

박 진
정재호

박태호
한승주

손지애
현홍주

이경훈

이승훈

김용준
김항덕
사공일
유장희
이정훈
한철수

김 윤
김효준
송상현
윤영관
이회성
허용수

김은미
류 진
신수정
이경태
정몽준
현인택

위임 (49인)
구자열
김은미S
민선식
신웅식
이신화
정의용
홍규덕

권구훈
김종석
박영주
안덕근
이양희
조윤제

길정우
김진현
박인국
안병준
이인실
조해형

김남구
김철수
박철희
양수길
이인호
최 강

김병연
김태효
백진현
엄구호
이장한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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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도 임원
1) 이 사 회
이 사 장 : 이 홍
이
사 : 김 달
류
현 홍
감
사 : 이 승

구
중
진
주
훈

2) 운영위원회
회
장 : 정
부 회 장 : 김
운영위원 : 김
이

현
미
구
훈

구
은
남
승

김 명 자
박 영 주

김
윤
정 구 현

김 은 미
한 승 주

손 지 애
정 재 호

엄 구 호
한 승 주

조 윤 제

류
진
민 선 식
이 신 화

3) 위 원 회
(1) 프로그램위원회(Program Committee)
위 원 장 : 정 재 호(신임)
위
원 : 박 철 희
채
욱
최
강
(2) 회원위원회(Membership Committee)
위 원 장 : 민 선 식(신임)
위
원 : 권 준 모
김 은 미S
김 효 준
함 재 봉
(3)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위 원 장 : 김 남 구(유임)
위
원 : 권 구 훈
박 태 호
이 인 실
(4) 섭외위원회(Public Relations Committee)
위 원 장 : 손 지 애(신임)
위
원 : 이 경 태
이 재 승
허 용 수
(5) 총무 위원회(General Affairs Committee)
위 원 장 : 엄 구 호(신임)
(6) 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
위 원 장 : 이 신 화(유임)
위
원 : 안 덕 근
이 회 성
전재성
(7) 영산외교인상위원회
위 원 장 : 한 승 주
위
원 : 김 달 중
김 성 한
김 우 상(간사)
김 은 미
정 의 용
현 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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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관추진위원회
위 원 장 : 이 승 훈
위
원 : 미
정
4) 간

사 : 최 유 미

6. 2016년도 회원명단
강

경

화

유엔 정책특별보좌관, 전 유엔 인도지원담당 차장보

구

자

열

LS그룹 회장, 전 LS전선 부문 회장

권

구

훈

Goldman Sachs 서울지점 조사분석부 전무

권

준

모

네시삼십삼분 의장

길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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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기

환

Seoul Financial Forum 회장, 전 KDI정책대학원 연구교수

김

남

구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

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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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동

연

아주대학교 총장

김

명

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회장, 한국지속가능발전
기업 협의회(KBCSD) 회장, 전 환경부 장관

김

병

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

병

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

성

한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김

영

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영

욱

서울대 음대 초빙 석좌교수, 전 서울대 음대 학장,

김

용

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전 삼성 오픈타이드 차이나
초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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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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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호

동아일보 사장/발행인, 채널에이 사장

김

정

수

무역협회 경제통상 자문역, 전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및
논설위원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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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진

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기부 장관

김

철

수

Lee International IP & Law 상임고문, 전 상공자원부 장관

김

태

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

항

덕

중부 도시가스 회장, 전 SK 주식회사 회장

김

호

연

김구재단 이사장, 전 ㈜빙그레 회장

김

효

준

BMW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노

경

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Asia Society Korea Center
공동대표

류

우

류

익

(사)통일생각 이사장, 전 통일부장관, 전 주중대사

진

풍산그룹 회장

모

종

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문

정

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동북아시대추진위원회
위원장

민

선

식

YBM 부회장

박

삼

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영

주

이건창호 회장

박

인

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전 UN대사

진

한미협회 회장,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박

석좌교수, 전 국회외교통상통일 위원장
박

철

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전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박

태

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

형

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전 통계청장

방

상

훈

조선일보사 사장

백

진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사

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무역협회장,
전 G20준비위원회위원장, 전 재경부장관

서

경

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손

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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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특별보좌관

송

상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신

동

빈

롯데그룹 회장, Asia Society Korea Center 공동대표

신

수

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신

웅

식

법무법인 세종 법률고문

안

덕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

병

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

충

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전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양

수

길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전 OECD 대사, 전 PECC 회장

엄

구

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유

세

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유

장

희

BBB Korea 회장,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전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윤

영

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교부 장관

이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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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

훈

전 대우 회장

이

승

훈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회장

이

신

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양

희

성균관대 교수,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전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인

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이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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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

한

종근당 회장

이

재

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

재

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정

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

정

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

주

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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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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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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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재

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

구

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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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용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국회의원

정

재

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중관계센터 소장

정

종

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겸
중국학술원 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전 주중국대사

조

동

성

인천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

석

래

효성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조

양

호

대한항공 회장

조

윤

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주영대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조

해

형

㈜나라홀딩스 회장, 주한외국명예영사단 명예단장

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특임교수,

채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천

진

최

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전 LG상사 사장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전 외교안보연구소장

최

태

원

SK주식회사 회장

한

덕

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전 주미대사
전 국무총리

한

석

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 주 상해 대한민국 총영사

한

승

수

전 국무총리, 전 외교통상부장관, 제56차 UN총회 의장

한

승

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무부장관

한

철

수

한미우호협회 회장, 전 서경대 총장

함

재

봉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전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

허

용

수

GS EPS 대표이사, ㈜승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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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

택

고려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 장관

현

재

현

전 동양그룹 회장

현

홍

주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주미대사

홍

규

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홍

기

택

전 KDB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

석

현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 회장, 전 주미대사

홍

정

욱

헤럴드 회장,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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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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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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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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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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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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1990년 11월 19일 본 정관을 채택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ㆍ1993년 1월 25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ㆍ1996년 1월 22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ㆍ2004년 10월 29일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ㆍ2008년 8월 22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ㆍ2011년 8월 1일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ㆍ2012년 2월 23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ㆍ2013년 2월 28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ㆍ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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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1) 제1조 1항에 따라 정회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에게는 회원
위원회의 추천 후에 입회사실을 통보한다.
(2) 후보자에 대한 입회 결의는 회원위원회 참석 위원의 다수결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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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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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

(사)서울국제포럼
영산외교인상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서울국제포럼 “영산외교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운영 및 “영
산외교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은 2014년 8월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이 재단법인 영산재단(2014년 4월 17
일 해산 의결)으로부터 이관 받은 “올해의 외교인상” 사업 및 기금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설치)
(1) 서울국제포럼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위원회가 영산외교인상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한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3명 이내의 서울국제포럼 회원 및 3명 이내의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3조 (상의 목적)
상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외교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특히 젊은이들의 인식을 고
취하고, 정부 및 민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외교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국
민적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 (수상대상)
상의 수상자는 외교관 1명(정부의 각 부처 파견관 및 국내 근무자 포함) 및 민간인
사 1명 등 총2명의 개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단체 및 기관에 대
해서도 시상한다. 또한 둘 이상의 개인에게 시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해당자
를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

제5조 (시상)
상은 매년 1회 수여하며, 상반기에 개최되는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기간 중 서울에서
시상식과 함께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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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상 및 부상)
본 상은 상장과 상패로 하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동수상자의 경우 본
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각각 수여하며 상금은 수상자에게 균분 수여한다.)
제7조 (상의 재원)
시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국제포럼의 별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영산기금에서 조달한다.
제8조 (추천의뢰)
(1)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추천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임하는 소속인사가
한다.
가. 외교부 및 정부 관련부처
나. 국내 유수대학, 학술단체,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
다. 서울국제포럼 회원
라. 기타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외 저명인사
(2) 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추천인에게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제9조(추천서접수)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는 위원회의 소정 서식에 의거 작성된 후 위원회에 10월말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상의 제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과 보
편성의 원칙을 존중한다.
제11조(심사절차)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과정의 모든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상자 발표)
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심사를 12월말까지 종료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여,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수상자를 발표하며, 발표 내용에는 수상자의 주요공적을 포함한다.
2014년 8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같은 달 22일 이사회의 인준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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