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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차보고를 드리며
서울국제포럼은 1986년에 출범하였습니다.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0년은 세계
적으로나 대한민국에게나 엄청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989-91년에는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해체 및 냉전의 종식 등 세계 질서가 숨 가쁘게 변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의 신호탄인 6.29 선언이 1987년에 있었고, 그 해 12월에 16년 만에 국민에 의한 대
통령 직접선출,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 그리고 1989년에는 수입자유화와 여행자
유화 등 대한민국의 개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
기 시작하는 시점에 서울포럼의 창립 멤버들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과 진로를 모
색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30년 전에 이 모임을 만드
신 23명의 원로 회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의 서울포럼의 여러 활동 중에서 특히 언급할 사업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
을 향하여(Envisioning the Next Fifty Years of Korea-Japan Ties)"라는 공동연구
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는 역사 인식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악화되어 왔으며, 양국은 2012년 5월 이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
런 상황에서 서울국제포럼은 2014년 9월에 동경에서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IIPS)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서울-도쿄 포럼에
서 한일 두 나라가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는 데 의
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두 기관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정치, 경제, 글로벌 이슈의 세 주제
를 가지고 양국 각각 8-9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
의 결과는 같은 제목의 보고서로 발간되어 양국의 외교정책 담당자와 의견 선도자들에
게 배포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5년 6월
19-20일에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서울-도쿄 포럼에서 이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
니다.

양국은 2015년 11월 2일에 3년 반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우리 두 기관은 공동연구의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 실천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
끼었습니다. 이 공동연구의 coordinator로 수고하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인 박
철희 교수와 IIPS의 도요다 유타카(豊田 裕)선임연구원, 참여한 교수진 및 연구원 여러
분께, 그리고 특히 IIPS의 사토 켄(佐藤 謙)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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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2014년 8월에 영산재단의 재산과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2015년부터 영산외교
인상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2014년 영산외교인상’은 2015년 3월에 시상식을 가졌으

며, 정부 부문에서는 오준 유엔대사가, 민간 부문에서는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영예
의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준 대사는 유엔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그리고 이양희 교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공로로 수상 하였습니다.
2015년 양자포럼은 앞에 언급한 서울-도쿄 포럼 이외에 제13차 한국-캐나다 포럼이
9월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그리고 제14차 한국-인도 대화가 11월에 인도의 뉴델
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캐나다

포럼의 파트너가 2014년부터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CIGI)로 바뀌면서 회의의 내용이 더욱 알차졌습
니다. 특히 오랜 기간 양국 간의 현안 문제였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에 발효
됨으로써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에 대
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한-인도 대화도 2014년 6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수상이 새
로 취임하면서 인도경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어 전통제조업, 신기
술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등 구체적인 사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포럼의 콘텐츠 강화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운영해온 서울포럼의제(Seoul Forum
Agenda)사업은 2015년에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7월 14-15일에는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공동으로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

and

Management of Regional Rivalries in Northeast Asia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양 측
에서 30여 명의 역량 있는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두 번
째 워크숍은 11월 19일 오후에 인구변화와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해서“인구는
宿命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도 ChinaTalk이 두 차례, 그리고 Asia Business Caucus가 한 차례 열
려서 안보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여러 토론회와 세미나의
내용은 수시로 영문(Focus) 및 한글(브리프) 뉴스레터에 수록하여 회원 및 전문가들에
게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포럼은 2016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세상을 바꿀 큰 흐름을 가늠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내부 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2015년에 8월에 개최된 용평 세미나
를 시작으로 앞에 언급한 두 차례의 워크숍으로 이어졌으며, 2016년에도 두 차례의
워크숍과 용평 세미나, 그리고 국제회의를 통해서 다각도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토론을 집약해서 포럼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걸쳐서 한글 및 영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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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2014년에는 네 분의 회원을 새로 모셨고, 세 분이 개인 사정으로 탈퇴했습니다. 새로
회원이 되신 분은 권준모 의장(네시삼십삼분), 김동연 총장(아주대학교), 전재성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홍정욱 회장(헤랄드)이며, 탈퇴하신 회원은 김준경, 박웅
서, 김세원 회원이십니다.

2015년 말 현재 서울포럼의 회원은 100명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포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 해 주신 회원님과
임원진 및 각종 포럼과 세미나 참가자 및 방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포
럼과 협조한 여러 연구소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찬
조 해 주신 기업가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사업을 후원해 주신 한국국제교류
재단 및 주식회사 풍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3월 30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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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원 정책토론
1. 세 미 나
1) 제 16차 용평세미나
l 일

시 : 2015년 8월 21일(금) ~ 23일(일)

l 장

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l 주

제 : 대전환기 한국의 선택

l 참 석 자 :
권구훈(조성연)

권준모(황혜선)

김달중(김옥경)

김

김종석(이혜양)

김철수(한유순)

김항덕(이혜원)

김효준(이정희)

류우익(표명윤)

박

진(조윤희)

박철희(정효근)

손지애(이미나)

안병준(조영자)

안충영(김선혜)

엄구호(양미경)

유세희(김문자)

이경훈(윤미덕)

이인호(김혜선)

이장한(정재정)

임성준(홍귀주)

정구현(박은경)

정재호(이혜경)

한승주(이성미)

한철수(이선자)

현홍주(문영혜)

홍규덕(이은주)

김기환

김성한

김우상

김은미S

김진현

류

이경태

이신화

이정민

이홍구

조해형

현인택

최유미(간사)
l 초

청 :

권갑비(인턴)

진

윤(김유희)

안덕근

손규원(Junior Fellow)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박건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l 프로그램 :
8월 21일 (금)
12:00~14:00

호텔 체크인 및 개별 오찬

14:00~14:15

세미나 개회
(장소: 1층 그랜드볼룸)
개회인사: 정구현 회장
2015-16년의 서울포럼 어젠다에 대한 소개
이신화 연구위원장

14:15~14:30

대전환기 국제정세와 한국의 국가전략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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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6:10

제 1세션: 대전환의 동인과 내용
사 회: 한승주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발제1: “G1과 G2: 펀더멘털의 차이”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3: “기술혁신과 융합의 함의: ICT를 중심으로”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16:10~16:30

Coffee Break

16:30~18:10

제 2세션: 한국경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사 회: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
발제1: “한국경제, 무엇을 어떻게?”
이경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발제2: “거시경제 전망”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발제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8:30~20:30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초청 만찬

(장소: 1층 샬레테라스)

8월 22일 (토)
06:00~12:00

골프 / 등산 / 휴식

12:00~13:30

오찬

(장소: 1층 도라지 또는 골프클럽)
(장소: 1층 그랜드볼룸)

14:00~15:40

제 3세션: 한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사 회: 정구현 (카이스트 초빙교수)
발제1: “정치와 정부”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발제2: “경제와 기업”
류진 (풍산그룹 회장)
발제3: “사회와 언론”
김은미S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5:40~16:00

Coffee Break

16:00~16:50

기술변화
사 회:
연 사:
주 제:

특강 1
정구현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효준 (BMW Korea 사장)
10년 후 자동차는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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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50

기술변화
사 회:
연 사:
주 제:

특강 2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박건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우리는 인간의 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17:50~18:00

폐회

18:30~21:00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초청 만찬

(장소: 1층 카페 살레)

8월 23일 (일) 자유시간 / 귀경

2. 강연회 및 간담회
1) 제 3차 SF-ChinaTalk
l 일
l 장

시 : 2015년 3월 25일(수) 18:30 ~ 20:40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연

사 : Li Nan (Associate Research Fellow,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American Studies)
l 주
제 : China’s North Korea Policy: Changes and Continuities
l 참 석 자 : 김달중
김성한
김진현
민선식
유세희
이경태
정구현

정의용

정재호

조동성

조해형

현홍주

2) 홍규덕 회원 초청 오찬간담회
l
l
l
l
l

일
장
연
주
참 석

시
소
사
제
자

:
:
:
:
:

2015년 4월 10일(금) 12:00 ~ 14:00
서울클럽 지리산룸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우리의 MD전략
김달중
김항덕
박 진
이신화
이재승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최 강
한승주
한철수

3) Mark Lippert 주한미국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l
l
l
l
l

일
장
연
주
참 석

시
소
사
제
자

:
:
:
:
:

2015년 4월 13일(월) 12:00 ~ 13:40
서울클럽 한라산룸
Mark W. Lippert (United States Ambassador
한미관계의 미래
김기환
김명자
김성한
김우상
김 윤
김진현
김항덕
민선식
박 진
박철희
신수정
신웅식
안병준
안충영
유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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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orea)
김은미
박태호
윤영관

이경태
이재승

이경훈
이정민

이승훈
이정훈

이양희
이홍구

이인실
임성준

이인호
최 강

한승주
현홍주
Daniel J. Tikvart (Political Section External Unit Chief, U.S. Embassy)

4) 제 4차 SF-ChinaTalk
l 일
l 장

시 : 2015년 7월 2일(목) 18:30 ~ 20:30
소 : 서울클럽 치즈맨룸

l 연

사 : Bruce J. Dicks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Director of the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제 : Defining Democracy in China:
Why Most Chinese Think China is Already Democratic

l 주

l 참 석 자 : 김기환
정재호

김달중

김종석

김진현

유장희

이경훈

5) 이회성 회원 초청 만찬간담회
l 일
l 장

시 : 2015년 10월 29일(목) 18:00 ~ 20:30
소 : 롯데호텔 36층 Astor

l 연
사 : 이회성 (IPCC 의장)
l 주
제 : 기후변화 연구와 6기 IPCC가 당면한 과제
l 참 석 자 : 강경화
김달중
김명자
김성한
김진현
신웅식
안병준
양수길
유세희
유장희
이정민
김수덕
김창섭
이성호
이찬희
정용헌
정홍상
최재철
최흥진

이홍구
정구현
(아주대 교수)
(가천대 교수)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상청 차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환경부 대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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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현
이경태

3. 워 크 숍
1) Agenda Workshop Ⅰ (SFIA-CFR Roundtable과 공동개최)
2) Agenda Workshop Ⅱ
l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15:00 ~ 20:00

l 장

소 : 서울클럽 치즈맨룸

l 주

제 : 인구는 宿命인가?

l 참 석 자 : 권구훈

김달중

김진현

신웅식

안덕근

안병준

이신화
이인실
이홍구
정구현
조해형
최
홍기택
권오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전 부총리)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강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전 통계청장)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Fukagawa Yukiko (와세다대학교 교수)
l 프로그램 :
15:00~15:30

등록 및 인사

15:30~16:50

제 1세션: 고령화와 경제침체: 인구는 宿命인가?
사 회: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1: “한국의 고령화 문제 진단과 경제적 영향”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주제2: “일본의 고령화와 경제대책 및 시사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6:50~17:10

휴식

17:10~18:30

제 2세션: 고령화 시대의 경제 및 사회 정책
사 회: 정구현 (KAIST 경영대 초빙교수)
주제1: “인구동학, 사회복지와 재정건전성”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전 통계청장)
주제2: “창의적인 인구정책”
권오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전 부총리)

18:30~20:00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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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양자포럼과 국제회의
1. 양자포럼
1) The 6th Seoul-Tokyo Forum
l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 20일(토)

l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l 공동주최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l 주

제 : Common Vision for the Next 50 Years of Korea-Japan Ties

l 지

원 : ㈜풍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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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N
CHO
CHO
HAN

Dukgeun
Hae-Hyeong
Yongsung
Sung-Joo

HONG Kyttack
HYUN Hong-Choo

HYUN In-Taek
JUNG Ku-Hyun
KIM Dalchoong
KIM Jin Hyun
KIM Kihwan

KIM Myung Ja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former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KOTRA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Nara Holdings Corporati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Chairman & CEO, KDB Bank
Senior Partner, Kim & Chang /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former
President, SFIA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former
Minister, Science and Technology
Chair, Seoul Financial Forum/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esident, Green Korea 21 Forum/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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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LEE Dai So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ROK’s Ambassador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Vice-President, Korea-Japan Cooperation

LEE Hoesung

Council
Vice-Chair,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KWON Goohoon
LEE Chung Min

LEE Hong-Koo
LEE Seung Yun
LEE Seunghoon
LEE Shin-wha
LEE Woo Kwang

PARK Cheol Hee
PARK Jin

RYU Jin Roy
SHIN Dong-Bin
YI Insil
YIM Sung-joon
YOO Jang-Hee
YU Myung Hwan

YU Zu Youl
[JAPANESE]
ARAI Hisamitsu
ARITA Shinnosuke
AWAYA Tsutomu
BESSHO Koro

Change (IPCC)
Chairman, SFIA/ former Prime Minister
President,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Professor, Korea University
Research Fellow, Japan Knowledge &
Information Center, Korea-Japan Cooperation
Founda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Chairman, Foreign Affairs, Trade & 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Assembly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Chairman, Lotte Group
Professor, Sogang University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 former Ambassador to Canada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President, Korea-Japan Forum/ Senior Adviser,
KIM & Chang/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cretary-General,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Vice President, IIPS / former Vice Minister of
International Affairs, METI
Senior Manager,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Senior Advisor, Mitsubishi Corporation
Ambassador, Embass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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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INA Toshihiro

Director General, JETRO Seoul, Japan External

KAMEYAMA Naoaki

Trade Organization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Keio University
Senior Research Fellow, IIPS
President & CEO, Mitsubishi Corporation
(Korea) Ltd.
Assistant General Manager, Mitsubishi

KANASUGI Kenji

Corporation
Minister & Deputy Chief, Embassy of Japan

HOSOYA Yuichi
IDE Tomoaki
ISHIYAMA Hirotsugu

KIMURA Shinichiro
KOBAYASHI Kenichi
KOIZUMI Shinichi
KORENAGA Kazuo
KUNO Arata
KURITA Shinichi
MIMURA Akio

MIZUNO Yuji
NISHINO Junya
SASAKI Mikio

SATO Ken
SHIBATANI Masahiro
SOMA Hirohisa
TAKAYASU Yuichi
TOYODA Yutaka
WATANABE Hideo

YAMAGUCHI Noboru
YASUDA Akira

Director,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Embassy of Japan
Special Advisor, Toray Industries, Inc. / Vice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Senior Executive Director,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Associate Professor, Kyorin University
First Secretary, Embass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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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Professor, Keio University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Honorary Chairman, Senior Advisor to the
Board, Mitsubishi Corporation
President, IIPS/ former Administrative Vice
Minister of Defense
Deputy Director General, JETRO Seoul,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Embassy of Japan
Professor, Daito Bunk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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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Fellow, I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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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램 :
June 19 (Fri)
Morning

Arrival of Japanese Delegation

12:00~14:00

Luncheon for Japanese Delegation hosted by the Japanese
Embassy

14:30~15:00

Registration

15: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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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18:00

Session One
“Reevaluating 50 Years of Korea-Japan Relations:
Positive Assessment and Mutual Misperceptions”
Ÿ Moderator: Han Sung-Joo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Ÿ Presenters: Park Cheol 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Nishino Junya
(Associate Professor, Keio University)

18:00~18:40

Keynote Speech
Ÿ Speakers:
w Yu Myung Hwan (President, Korea-Japan Forum)
w Bessho Koro (Japanese Ambassador to Korea)

18:40~18:50

Group Photo

19:00~20:30

Welcoming Reception
@ Astor Suite (36F)
Hosted by Shin Dong-Bin (Chairman, Lotte Group)
Ÿ Welcoming Remarks and Suggestion for a Toast
w Welcoming Remarks: Lee Hong Koo (Chairman, SFIA)
w Toast Proposal:
Mimura Akio (Vice Chairman, IIPS)

@ Belle-vue Suite (36F)

June 20 (Sat)
09:30~11:10

Session Two
@ Belle-vue Suite (36F)
“In Search of Upgraded Security Cooperation”
Ÿ Moderator: Sato Ken
(President, IIPS)
Ÿ Presenters: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Hosoya Yuicni
(Professor, Kei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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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2:10

Invited Business Leaders’ Speech
Ÿ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SFIA)
Ÿ Japanese Speaker:
w Sasaki Mikio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Ÿ Korean Speaker:
w Ryu Roy Jin (Chairman, Poongsan Group)

12:10~13:30

Business Lunch

14:00~15:40

Session Three
@ Belle-vue Suite (36F)
“Enlarging the Boundaries of Economic and Business
Cooperation”
Ÿ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SFIA)
Ÿ Presenters: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akayasu Yuichi
(Professor, Daito Bunka University)

15:40~16:00

Refreshments

16:00~17:40

Session Four
“Going Global Together: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Beyond”
Ÿ Moderator: Arai Hisamitsu
(Vice President, IIPS)
Ÿ Presenters: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Lee Hoesung
(Vice-Chair,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de Tomoaki
(Senior Research Fellow, IIPS)

17:40~18:00

Concluding Session
Ÿ Concluding Remarks:
w Jung Ku-Hyun (President, SFIA)
w Sato Ken (President, IIPS)

19:00~21:00

Farewell Dinner
@ Poongsan Group Building
Hosted by Ryu Roy Jin (Chairman, Poongsan Group)

@ Astor Suite (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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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13th

Korea-Canada Forum

l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 19일(토)

l 장

소 : Langdon Hall Hotel, Waterloo, Ontario, Canada

l 공동주최 :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l 주

제 : Innovation and the New Canada Korea Partnership

l 지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l 참 석 자 :
[KOREAN]
AHN Dukgeun
HEO Hong Goo
JO Daeshik
JUNG Ku-Hyun
JUNG Yonghun
KANG Eunho
KANG Jeong-sik
KIM Byungkwon
KIM DoHoon
KIM Myung Ja
KIM Sung-han
LEE Ju-Ho

LEE Kyung Tae

LEE Sang So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President, Korean Canadian Association of
Kitchen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enior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Deputy Director of Korea Business Center,
Toronto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Director General of Korea Business Center,
Toronto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President, Green Korea 21 Forum;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Co-Chairman, Committee for Domestic Affairs
of the Trade Treaties of Korea;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Deputy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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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LEE Yongpil

Trade Commissioner, Korean Embassy in
Canada
Analyst, Korean Consulate in Toronto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tical Affairs
Senior Economist, GS&J Institute

OH You Rim
PARK Joon-woo
SONG Joo-Ho
YIM Sung-Joon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CANADIAN]
Celine Bak
Eugene Beaulieu
Derek Burney
Ailish Campbell
Sonny Cho
Leonard J. Edwards

Marius Grinuis

Fen Hampson

Benoit Hardy-Chartrand
Dan Herman

CIGI Senior Fellow; President, Analytica
Advisors
Direct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chool
of Public Policy at University of Calgary
Senior Strategic Advisor, Norton Rose
Fulbright Canada
Vice President, Policy, International and Fiscal
Issues, Canadian Council of Chief Executives
President and CEO, Canada Korea Business
Council
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Distinguished Fellow, CIGI; Strategic Adviser,
Gowling Lafleur Henderson LLP;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mer
Deputy 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Former Canadian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ellow at the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
Distinguished Fellow & Director, Global
Security & Politics Program, CIGI; Chancellor’s
Professor, Carleton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CIGI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re for Digital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Performance;
PhD Candidate at the Balsilli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B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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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Guhn Lee

Domenico Lombardi
Jennifer Manning
The Hon. Yonah Martin

Rory McAlpine
Rick McGahey
Rohinton Medhora
Patti Miller
Tina Park
Drew Robertson
David Runnalls
Aaron Shull
Hugh Stephens

Stephen Toope
Rene Van Acker
Daryl Wilson

President; Associate Professor, Association of
Korean-Canadian Scientists and Engineers
(AKCSE); University of Toronto
Director, Global Economy Program, CIGI
General Counsel | NRStor Inc.
Deputy Leader of the Government in the
Senate; Canada-Korea Inter-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 (Co-Chair)
Senior Vice-President, Government & Industry
Relations, Maple Leaf Foods
Vice President, Programs,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INET)
President, CIGI
President and CEO, Canola Council of Canada
Ph.D Candidate, University of Toronto
Vice-Admiral (ret’d)
Distinguished Fellow, CIGI
Chief of Staff and General Counsel, CIGI
Senior Fellow,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Vice Chair, Canadian Committee o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PECC)
Director,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Associate Dean, External Relations, Ontario
Agricultural College, University of Guelph
CEO, Hydrogenics Corporation

[GOVERNMENT OF CANADA OBSERVERS]
Christopher Burton
Director, Northeast Asia Division (OPA),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Eric Bjornson
Senior Policy Advisor, Directorate of Strategic
Analysis, Assistant Deputy Minister (Policy),
National Defence
Susan Gregson
Assistant Deputy Minister, Asia Pacific,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Chad Hyde
Trade Commissioner (Korea) / North East Asia
Division,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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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el Neale

Deputy Director, Trade Agreements

Frédéric Seppey

James Trottier

Secretariat,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Acting Assistant Deputy Minister, Market and
Industry Services Branch,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gri-Food
Political/Economic Counsellor, Head of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Affairs, Embassy of
Canada in South Korea

l 프로그램 :
September 17 (Thur)
17:00~17:30

Registration

17:30~18:00

Welcome Reception

18:00~20:30

Opening Dinner and Keynote

18:10

Welcome Remarks
Rohinton Medhora President,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

18:15

Greetings from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Honourable Yonah Martin Deputy Leader of the
Government in the Senate; Co-Chair, Canada-Korea
Inter-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

18:20

Greetings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His Excellency JO Dae-Shik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

18:40

Remarks
YIM Sung-Joon 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18:45

Introduction of Guest Speaker
Len Edwards 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18:50

Keynote Address
John Knubley Deputy Minister, Industry Canada

19:50

Thank You to Guest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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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Fri)
07:45~08:00

Registration

08:00~08:30

Opening of the Forum
Ÿ Len Edwards, 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Distinguished Fellow, CIGI; Strategic Adviser, Gowling
Lafleur Henderson LLP;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Ÿ YIM Sung-Joon, 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former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Theme One: Economics, Energy and SME’s
08:30~10:00

Session One
“Progress and Potential Post-FTA”
Ÿ Session Chair: Hugh Stephens, Senior Fellow,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Vice Chair,
Canadian Committee o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PECC)
Ÿ Panel Members:
w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w Eugene Beaulieu, Professor, School of Pubic Policy,
University of Calgary
w Ailish Campbell, Vice President, Policy, International
and Fiscal Issues, Canadian Council of Chief
Executives
w KIM Dohoon,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10:00~10:15

Coffee Break

10:15~11:30

Session Two
“Clean Technologies, Energy and Climate Change”
Ÿ Session Chair: KIM Myung-ja, President, Green Korea 21
Forum; former Ministery of Environment
Ÿ Panel Members:
w Celine Bak, CIGI Senior Fellow; President of Analytica
Advisors
w David Runnalls, CIGI Distinguished Fellow
w JUNG Yonghun, Senior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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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45

Session Thre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Ÿ Session Chair: Rene Van Acker, Associate Dean, External
Relations, Ontario Agricultural College,
University of Guelph
Ÿ Panel Members:
w Rory McAlpine, Senior Vice-President, Government &
Industry Relations, Maple Leaf Foods Inc.
w Patti Miller, President, Canola Council of Canada
w SONG Juho, Senior Economist, GS&J Institute

13:00~14:30

Lunch and Guest Speakers

13:30

Derek Burney
Senior Strategic Advisor, Norton Rose Fulbright
“Canada’s Election and Implications for Canadian Foreign
Policy”

14:00

PARK Joonwoo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tical Affairs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in Korea”

Theme Two: Innovative Partnerships in Building a Better World
14:30~15:45

Session Four
“Challenges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Ÿ Session Chair: PARK Joonwoo,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tical Affairs
Ÿ Panel Members:
w Marius Grinius, Former Canadian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ellow at the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
w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w Vice-Admiral (ret’d) Drew Robertson

15:45~16: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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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15

Session Five
“Innovations in Global Governance”
Ÿ Session Chair: Rohinton Medhora, President, CIGI
Ÿ Panel Members:
w LEE Kyung Tae, Co-Chairman, Committee for
Domestic Affairs of the Trade Treaties of Korea;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 Domenico Lombardi, Director, Global Economy
Program, CIGI
w Aaron Shull, Chief of Staff and General Counsel, CIGI

17:15~18:00

Special Keynote Address
Mariana Mazzucato
Professor, Economics of Innovation,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SPRU), University of Sussex

18:15

Shuttle from Langdon Hall to CIGI

18:45~19:15

Reception

19:15~21:15

Dinner & Gust Speakers

19:25

Welcome Remarks
Rohinton Medhora, President, CIGI

19:50

Guest Speakers
Adam Belsher, CEO, Magnet Forensics
J. Paul Haynes, CEO, eSentire

20:25

Thank You to Speakers
YIM Sung-Joon, 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21:15

Shuttle from CIGI to Langdon Hall

September 19 (Sat)
Theme Three: Engaging Youth and Next Generation Leaders
08:30~10:00

Session Six
“Forging 21st Century Ties – Education, Culture,
Business and Science”
Ÿ Session Chair: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Ÿ Panel Members:
w LEE Chi-Guhn, President, Association of
Korean-Canadian Scientists and Engineers
w LEE Ju-Ho,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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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5

Coffee Break

Theme Four: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Relations
10:15~11:30

Session Seven
“Imaging the Future: New Areas of Cooperation”
Ÿ Session Chair: Fen Hampson, Distinguished Fellow &
Director, Global Security & Politics
Program, CIGI; Chancellor’s Professor,
Carleton University
Ÿ Panel Members:
w Len Edwards, 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w Stephen Toope, Director,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ersity of Toronto
w YIM Sung-joon, 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11:30~11:50

Closing Remarks
Ÿ YIM Sung-Joon, 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Ÿ Len Edwards, 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12:30

Depart Langdon hall via tour bus (boxed lunches served on
bus) for afternoon evening social program

3) The 14th Korea-India Dialogue
l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 ~ 6일(금)

l 장

소 : India Habitat Centre, New Delhi, India

l 공동주최 :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l 주

제 : India-Korea Partnership: Realizing the Potential

l 참 석 자 :
[KOREAN]
CHANG Kook Hyun
CHO Choongjae

CHO Hyun
JUNG Ku-Hyun
KIM Chang-Seo

Secretary General, In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Research Fellow and Head of South Asia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Ambassador to India, Republic of Korea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Second Secretary,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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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angsu

KIM Dalchoong
KIM Jong-seok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Security and Strategy of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former
President, SFIA
Professor of Economics, Hong Ik University;
President, Youido Institute

KIM Seung Wook

Chief Representative (Director),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LEE Chung Min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Yonsei University; ROK's Ambassador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Professor of Chemistry, Hanyang University
Former Korean Ambassador to India
Attaché,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CEO, Seela Infratech Pvt. Ltd.
Professor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Korea University
Correspondent, Yonhap News Agency

LEE Haiwon
LEE Joon-gyu
MIN Dam Gyu
PARK Euy Don
PARK Sung-Hoon

RA Hwakjin
[INDIAN]
A. Didar Singh
Aarsi Sagar
Aditi Gupta
Ajay Shankar
Ajit Ranade
Anandita Bagchi
Anil Chait
Anil Padmanabhan,
Anupam Khanna
Ashish Kumar

Secretary General,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FICCI)
Consultant, ICRIER
Consultant,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RIS)
Chairman, Expert Committee on Regulatory
Approval
Group Chief Economist, Aditya Birla
Management Corporation Limited
Research Associate, ICRIER
Former Chief of Integrated Defense Staff to
the Chairman Chiefs of Staff Committee
Deputy Managing Editor, HT Media Limited
Former Economist,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 Service Companies (NASSCOM)
Senior Development Officer,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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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 Vishwanatha
Bindu Rao

C. Raja Mohan

Executive Director, Bharat Heavy Electricals
Ltd.
Sr. Deputy General Manager, 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 Investment
Corporation Ltd. (RIICO)
Head of Strategic Studies & Distinguished
Fellow,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Gagan Sabharwal

Sr. Manager,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 Service Companies (NASSCOM)

Gajendra Badgujar

Joint Director of East Asia,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FICCI)
Assistant Professor, Jawaharlal Nehru
University
Additional General Manager of Tech., Rajas
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
Investment Corporation Ltd. (RIICO)
Convener, Energy Cell of the BJP; Energy
Expert and Commentator
Citizen Positioner, ronZcom
Attache (E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Professor, ICRIER
Joint Secretary of E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Economic
Growth (IEG)

Kaushal Kumar
Lokesh Vijay

Narendra Taneja
Nataranjan Bohidar
Navnidhi Sharma
Nisha Taneja
Pradeep Kumar Rawat
Pravakar Sahoo
Rajaram Panda
Rajat Kathuria
Rajive Kaul
Ram Upendra Das
Sanjana Joshi
Sanjay Chadha
Sanjay Pulipaka
Santosh Kumar Ranjan
Satish Sharma
Skand Ranjan Tayal
Sriparna Pathak

Former Senior Fellow,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IDSA)
Director & CE, ICRIER
The Hon. Consul General to the Republic of
Korea
Professor,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RIS)
Senior Consultant, ICRIER
Joint Secretary,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Consultant, ICRIER
Assistant Professor, Jawaharlal Nehru University
Secretary, India-Republic of Korea Friendship
Society
Indian Foreign Service (Retd.)
Analyst,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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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hir T. Devare

Indian Foreign Service (Retd.); Former Director

V. S. Seshadri

General, ICWA
Union Minister for Railways
Chairman, New Delhi Institute of Management;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ndia Korea
Society
Vice-Chairman, Research and Information

Vinnie Mehta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RIS)
Director General, Automotive Component

Vyjayanti Raghavan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ACMA)
Professor, Jawaharlal Nehru University

Suresh Prabhakar Prabhu
V. M. Bansal

l 프로그램 :
November 5 (Thur)
14:00~14:45

Inaugural Session
@ Juniper Hall, IHC
Ÿ Welcome Remarks
Rajat Kathuria, Director & CE, ICRIER
Ÿ Welcome Remarks
JUNG Ku-Hyun, President, SFIA
Ÿ Guest Remarks
CHO Hyu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dia
Ÿ Keynote Address
Shri Suresh Prabhu, Minister of Railways, Government of India

14:45~15:00

Coffee Break

15:00~16:30

Session One
“Asian Security and India-Kore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Ÿ Chair: KIM Dalchoong, Emeritus Professor, Yonsei
University
Ÿ Speakers:
w LEE Chung Mi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ROK’s
Ambassador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w C. Raja Mohan, Head, Strategic Studies and
Distinguished Fellow,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Ÿ Discussants:
w KIM Changsu,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Security and Strategy,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w Skand Tayal, Visiting Professor, Delhi University;
former Indi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w Sanjana Joshi, Senior Consultant, ICRIER

16:30~16:45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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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8:30

Session Two
“Cooperation for Full Potenial of India-Korea CEPA and
the New Asian Economic Initiatives”
Ÿ Chair: Nisha Taneja, Professor, ICRIER
Ÿ Speakers:
w V. S. Seshadri, Vice Chairman, RIS
w PARK Sung-Ho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Ÿ Discussants:
w Sanjay Chadha, Joint Secretary, FT(North East Asia),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w CHO Choongjae, Head of South Asia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9:30~

Dinner Reception @ Maple Hall, IHC
Ÿ Special Address
LEE Chung Mi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ROK’s
Ambassador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Ÿ Chair
Sanjay Singh, Former Secretary (East)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November 6 (Fri)
09:30~11:00

Session Three
“‘Make in India’ Initiative & Opportunities for SMEs”
Ÿ Chair: A. Didar Singh, Secretary General, Federation of
Indian Chamgers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
Ÿ Speakers:
w KIM Jong Seok, Professor of Economics, Hong Ik
University; President, Youido Institute
w Pravakar Sahoo,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Economic Growth
Ÿ Discussants:
w Fam Upendra Das, Professor, RIS
w Ashish Kumar, Senior Development Officer and Point
of Contact for Korean Investors,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11:00~11:15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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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3:00

Session Four
“India-Korea Collabor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Shipbuilding, Steel, Auto, Defense Industry, etc.)”
Ÿ Chair: Ajit Ranade, Chief Economist, Aditya Birla Group
Ÿ Speakers:
w CHANG Kook Hyun, Secretary General, In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ICCK)
w Vinnie Mehta, Director General,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w KIM Changsu,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Ÿ Discussants:
w Ajay Shankar, Chairman Expert Committee on
Regulatory Approvals,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w Anil Chai, Lt. Gen. (Rtd.) and former Chief on
Integrated Defense Staff to the Chairman Chiefs of
Staff Committee (COSC)
w B. S. Vishwanatha, Executive Director, Industry Sector,
BHEL

13:00~14:00

Lunch

14:00~15:30

Session Five
“India-Korea Collaboration in R&D and High-tech
Industries (IT/Internet, Games/Contents, Green/New
Energy, etc.)”
Ÿ Chair: JUNG Ku-Hyun, President, SFIA
Ÿ Speakers:
w LEE Haiwon,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w Narendra Taneja, Convener, Energy Cell of the BJP;
Energy Expert and Commentator
w Siddhartha Chandurkar, Founder & CEO, ShepHertz
Ÿ Discussants:
w PARK Sung-Ho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w Gagan Sabharwal, Director, Global Trade Development,
NASSCOM

15:30~15:45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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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7:00

Panel Discussion
“Enhancing Peoples’ Movement between India and Korea”
Ÿ Moderator: Anil Padmanabhan, Deputy Managing Editor of
Mint
Ÿ Panelists:
w LEE Joon-gyu, former Korean Ambassador to India
w Skand Tayal, Visiting Professor, Delhi University;
former Indian Ambassador to Korea
w Vyjayanti Raghayan, Professor, Jawaharlal Nehru
University

17:00~

Concluding Remarks
Signing of Joint Statement

19:00~

Dinner Hosted by H. E. CHO Hyun
Ambassador of Republic of Korea to India

November 7 (Sat)
09:00~

Visit to Neemrana Industrial Zone

2. 국제회의
1) SFIA-CFR Roundtable (Agenda Workshop Ⅰ과 공동개최)
l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 15일(수)

l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l 공동주최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l 주

제 :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 and Management of
Regional Rivalries in Northeast Asia

l 참 석 자 :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CHO Taeyong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Government of Korea
CHOI Young-jin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former
South Korea’s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CHUN Chaesung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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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Jae Ho
JU Chul-ki

KIM Jiyoon

KIM Sung-han

LEE Chung Min

LEE Sook-Jong

PARK Cheol Hee

YOON Young-kwan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Government of
Korea
Research Fellow & Director, Center for Public
Opinion and Quantitative Research,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Government of Kore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ROK’s Ambassador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resident, East Asia
Institute
Professor & Director of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OTHER PARTICIPANTS FROM SFIA]
AHN Byung-joon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HO Hae-Hyeong
Chairman, Nara Holding Corporation
HAN Sung-Joo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HONG Kyudok
former Deputy Minister for Defense Reform;
Vice Presid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YUN Hong-Choo
Senior Partner, Kim&Chang;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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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ihwan

Chair, Seoul Financial Forum

KIM Woosang
LEE Hong-Koo
LEE In-Ho
LEE Shin-wha
RHEE Jang-Ha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to Australia
Chairman, SFIA; former Prime Minister
Chair, KBS Board of Governors
Professor, Korea University
Chairman, Chong Kun Dang Pharmaceutical

YANG Chang-seok

Corporation
Auditor, Kaes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ion

YOO Jang-Hee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vo DAALDER
President,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former Ambassador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Daniel DREZN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Van JACKSON
Visiting Fellow,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Fellow,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ominic LIEVEN
Senior Research Fellow, Trinity College,
Cambridge University; Fellow, British Academy
Walter MEAD
James Clarke Chace Professor of Foreign
Affairs and Humanities, Bard College;
Distinguished Scholar in American Strategy and
Statesmanship, Hudson Institute
Stapleton ROY

Scott SNYDER

Distinguished Scholar and Founding Director
Emeritus, Kissinger Institute 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l 프로그램 :
July 14 (Tues)

@ Astor Suite (36F)
08:30~08:45

Conference Introduction and Welcom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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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10:15

Session Ⅰ
“The Reemergence of Regional Rivalry in Asia:
Emerging Challenges”
Ÿ
Ÿ

Walter Russell Mead, Bard College
LEE Chung Min, Yonsei University

Ÿ

Moderator:
w JUNG Ku-Hyu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10:15~10:30

Coffee Break

10:30~12:00

Session Ⅱ
“Northeast Asia’s Regional Rivalry:
Lessons from Early Twentieth Century Europe”
Ÿ
Ÿ

Dominic Lieven, Cambridge University
CHUN Chae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Ÿ

Moderator:
w LEE Shin-wha, Korea University

12:00~13:00

Working Lunch
@ Astor Suite (36F)
Korean Public Opinion and Its Influences on Foreign Policy
Ÿ Speaker:
w KIM Jiyoon,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Ÿ Moderator:
w LEE Chung Min, Yonsei University

13:00~14:30

Session Ⅲ
“Can South Korea Have a Grand Strategy?”
Ÿ
Ÿ

Van Jackson,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CHOI Young-jin, Yonsei University

Ÿ

Moderator:
w Scott Sny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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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45

Coffee Break

14:45~16:15

Session Ⅳ
“Middle Power Korea Between Regional Rivalries”
Ÿ
Ÿ

Daniel Drezner, Tufts University
LEE Sook-Jong, Sungkyunkwan University

Ÿ

Moderator:
w KIM Woosang, Yonsei University

16:15~16:30

Coffee Break

16:30~18:00

Session Ⅴ
“Unification in South Korean Strategy”
Ÿ
Ÿ
Ÿ

18:30~20:30

Stapleton Roy,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CHUNG Jae Ho,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ator:
w HONG Kyud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ception and Dinner
@ Charlotte Suite (36F)
An informal roundtable with:
1st Vice Minister CHO Taeyo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ly 15 (Wed)
08:45~10:15

10:15~10:30

Session Ⅵ
@ Astor Suite (36F)
“Dialogue on Principles of Grand Strategy and
Implications for Korean Statecraft”
Ÿ
Ÿ
Ÿ

Ivo Daalder,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YOON Young-k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Cheol 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Ÿ

Moderator:
w Scott Sny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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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00

Session Ⅶ
“Implications for Korean Foreign Policy and the
U.S.-ROK Alliance”
Ÿ
Ÿ

Scott Sny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KIM Sung-han, Korea University

Ÿ

Moderator:
w LEE Chung Min, Yonsei University

12:00~12:10

Concluding Remarks

12:15~13:30

Special Luncheon Session with:
@ Charlotte Suite (36F)
Ambassador JU Chul-ki,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econd 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17:00~

Optional: Nanta

19:00~

Optional: Dinner

@ Yongsusan Restaurant

2) SFIA-CFR Roundtable 후속회의
l 일

시 : 2015년 10월 21일(수) 17:00 ~ 20:3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주

제 :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Grand Transformation of Global Order and Korea’s Strategic Choice)

l 참 석 자 : 박철희

이신화

이정민

전재성

정구현

최

강

Scott Snyder (Senior Fellow, Korea Studies &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l 프로그램 :
17:00~17:15

서울포럼 외교안보 어젠다워크샵 개요 및 서울포럼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와의 연계 소개
Overview on Agenda Workshop (Diplomacy and Security)
and Its Link with the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eoul Forum
Ÿ
Ÿ
Ÿ

정구현 회장
이정민 프로그램위원장
이신화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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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9:00

Short Presentation for Agendas and Discussion

19:00~20:30

이정민:

Ÿ

Trends and Nature of Grand Transformation of
Global and Regional Order: Korean Perspectives
Scott Snyder:Trends and Nature of Grand Transformation
of Global and Regional Order: U.S.
Perspectives

Ÿ

전재성:

Korean Strategic Thinking: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Ÿ

최 강:

Korean Strategic Thinking on Inter-Korean
Relations

Ÿ

박철희:

Korean Strategic Thinking on Korea-Japan
Relations

Ÿ

이신화:

Korean Strategic Thinking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Ÿ

Working Dinner at Top Cloud
(2016년 후반기 국제회의 일정과 의제 및 책 출판 관련)

3. 국제공동연구
1) SFIA-IIPS Joint Research
l 기

간 : 2014년 12월 ~ 2015년 5월

l 주

제 : “Next Fifty Years of Korea-Japan Ties” – Opening a New
Horizon

l 공동주최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l 회의일시 : 2015년 3월 16일(월) (Security Cooperation)
2015년 3월 17일(화) (Transnational Cooperation)
2015년 3월 23일(월) (Economic Cooperation)
2015년 5월 29일(금) (Presidents Meeting)
l 회의장소 : 도쿄 IIPS 회의실 (Security Cooperation)
서울 고려대학교 (Transnational Cooperation)
서머셋팰리스 서울 Meeting Room A (Economic Cooperation)
도쿄 IIPS 회의실 (Presidents Meeting)
l 참 석 자 :
CHAIRPERSON
[SFIA] JUNG Ku-Hyun
[IIPS] KITAOKA Shinichi

President, SFIA
Executive Director of Research, I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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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OR
[SFIA] PARK Cheol Hee
[IIPS]

Directo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 fellow, IIPS

TOYODA Yutaka

SECURITY COOPERATION
[SFIA] KIM Sung-han

[IIPS]

Professor, Korea University

PARK Cheol Hee

Directo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OYA Yuichi
YAMAGUCHI Noboru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National Defense Academy of Japan

TRANSNATIONAL COOPERATION
[SFIA] LEE Hoesung
Vice Chair, IPCC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IIPS] IDE Tomoaki
Senior research fellow, IIPS
NISHINO Junya
Associate Professor, Keio University
ECONOMIC COOPERATION
[SFIA] AHN Dukgeun
JUNG Ku-Hyun
LEE Woo Kwang
[IIPS]

KUNO Arata
TAKAYASU Yuichi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SFIA
Advisor, Korea-Japan Cooperation
Founda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Kyorin University
Professor, Daito Bunka University

YASUDA Akira

Research fellow, I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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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외 인사 초청 간담회
1. CFR 주최 조찬간담회
l 일

시 : 2015년 2월 24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2층 Violet/Cosmos/Tulip Room

l 주

제 : 한국의 안보 및 경제 상황

l 참

석 :

[서울국제포럼 측]

권구훈

김달중

민선식

사공일

이인실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CFR 측]
Richard N. Haass
Roger C. Altman
Harrison Bains
Leslie E. Bains
Mary McInnis Boies
Denise Brosens
Frank P. Brosens
Howard E. Cox
Judy Davis
Kim G. Davis
Roberta Denning
Steven A. Denning
Joel S. Ehrenkranz
Mimi L. Haas
Marlene Hess
Samuel C. Hinote

Jurate Kazickas
John W. Keker
Tom F. Marsh
Susan Mercandetti
Elihu Rose
Susan W. Rose

이경태

이승훈

이신화

Presiden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Evercore
Board of Trustees, Bank of America Funds
Managing Director, Citi Private Bank
Counsel, Boies, Schiller & Flexner LLP
Social Worker, Washington Square Institute
Co-Founder, Taconic Capital Advisors
Advisory Partner, Greylock
Member, Board of Trustees, Second Stage
Theatre
Co-Chairman, Managing Director and a
Founding Partner, Charlesbank Capital Partners
Member, Board of Trustees,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Chairman, General Atlantic LLC
Senior Partner, Ehrenkranz Partners L.P
President, Mimi and Peter Haas Fund
Philanthropic Consultant
Military Fellow, U.S. Air Force David
Rockefeller Studies Program,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ident, Kazickas Family Foundation
Founding Partner, Keker & Van Nest LLP
Managing Partner, Valmora Partners, L.P.
Independent Media Advisor
Partner, Rose Associates, Inc.
Member, Board of Trustees, Carnegi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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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ohn Rosenwald

Vice Chairman Emeritus, JPMorgan Chase &
Co.
Member, Board of Trustees, Rockefeller
University
Managing Director, Allen & Company LLC
Member, Board of Trustees, Rockefeller
University

Patricia Rosenwald
Stanley S. Shuman
Sydney R. Shuman
Scott A. Snyder

Senior Fellow, Korea Studies &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Council on

Aso O. Tavitian
David B. Weinberg
Elisabeth Roche Wilmers
Robert G. Wilmers
Herbert S. Winokur
James D. Zirin
Suzanne E. Helm
Sharon R. Herbst

Foreign Relations
President, Tavitian Foundation
Chairman and CEO, Judd Enterprises, Inc.
Board Member, French Regional American
Museum Exchange
Chairman and CEO, M&T Bank Corporation
Chairman and CEO, Capricorn Holdings, Inc.
Sidley Austin LLP
Vice President, Philanthropy and Corporate
Rela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irector of Special Project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 William J. Burns Carnegie 국제평화재단 회장 초청 조찬간담회
l 일

시 : 2015년 7월 1일(수) 08:00 ~ 09:3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연

사 : William J. Burns (President, Carnegie Endowment for

l 주

International Peace / former U.S. Deputy Secretary)
제 :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 일반

l 참 석 자 : 김달중

이신화

이인호

이홍구

한승주
현홍주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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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최

강

IV. SF-Asia Business Caucus
1. 제 1차 SF-ABC
l 일

시 : 2015년 10월 6일(화) 17:00 ~ 20:3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연

사 : Timothy Moe

l 주

(Co-Head, Macro Research in Asia, Goldman Sachs)
제 : China’s Economic Trajectories and Its Business Implications

l 참 석 자 : 김달중

김

윤

김종석

김진현

김항덕

사공일

신웅식
윤영관
이경태
정구현
정재호
조해형
심재만 (종근당 감사)

이인실
한덕수

이정민

이홍구

V. 영산외교인상
1. 영산외교인상 시상식
l 일

시 : 2015년 3월 27일(금) 18:30 ~ 20:30

l 장

소 : The Plaza 메이플홀

l 참 석 자 : 이홍구 이사장 외 50인
l 수상자 및 공적
― 정부 부문:

오

준 주 유엔 한국대사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문제 결의 및 안보리 의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유엔 연설을 통해 국내외에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함.
― 민간 부문: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아동권리협약의정서
채택에 공헌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을 통해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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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램 (사회: 김우상 교수)
국민의례
인사말

정구현 회장

심사보고

한승주 영산외교인상위원장

시상

이홍구 이사장

수상소감

오

준 주 유엔대사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축사

윤병세 외교부장관

만찬

VI. 기타모임
1. 새해인사모임
l 일

시 : 2015년 1월 12일(월) 18:00 ~ 21:00

l 장

소 : 서울클럽 한라산룸

l 참 석 자 :
길정우(안명옥)

김달중(김옥경)

김성한(김희진)

김은미S(윤종하)

김종석(이혜양)

김진현(민태희)

김철수(한유순)

박영주(박인자)

박

진(조윤희)

박태호(김희경)

사공일(이영희)

안병준(조영자)

안충영(김선혜)

엄구호(양미경)

유세희(김문자)

이경훈(윤미덕)

이승훈(정선기)

이장한(정재정)

이재승(김희연)

이정민(김민정)

이홍구(박한옥)

정구현(박은경)

정재호(이혜경)

조윤제(우선애)

조해형(김인숙)

한승주(이성미)

한철수(이선자)

함재봉(김미경)

현홍주(문영혜)

홍석현(신연균)

김명자

김세원

김효준

신웅식

윤영관

이경태

이신화

이인실

임성준

장대환

정몽준

정의용

정종욱

천진환

한석희

현인택

홍규덕

김경원 (디큐브시티 사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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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램 :
18:00~18:20

리셉션

18:20~18:30

이사장 환영인사
신입회원 소개

18:30~18:50

특별연설: 윤병세 외교부 장관
“2015년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

18:50~20:10

만찬

20:10~20:40

특강: 김경원 박사 (디큐브시티 사장)
“국내외 경제상황: 얼마나 심각한가?”

20:40~20:50

질의응답

21:00

폐회

2. SFIA-IIPS Joint Research 업무협의
l 일

시 : 2015년 2월 27일(금) 12:00 ~ 13:3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자 : 안덕근

정구현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3.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초청 오찬
l 일

시 : 2015년 3월 31일(화) 12:00 ~ 13:3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안충영

이신화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4. SFIA-RIS Meeting
l 일

시 : 2015년 4월 9일(목) 14:00 ~ 15:0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자 : 정구현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Aditi GUPTA (Consultant in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s for Developing Countrie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V. S. SESHADRI (Vice-Chairman,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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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lexander A. Timonin 신임 주한 러시아대사 환영오찬
l 일

시 : 2015년 6월 3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자 : 김달중

엄구호

이신화

이정민

이홍구

정구현

현홍주
Alexander A. TIMONIN, Russian Ambassador to Korea
Oleg PIROZHENKO, Second Secretary, Russian Embassy

6. 신입회원 환영오찬
l 일

시 : 2015년 6월 24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자 : 권준모

김동연

김은미S

김종석

이홍구

전재성

정구현
l 양

해 : 홍정욱

7.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업무협의
l 일

시 : 2015년 8월 3일(월) 12:00 ~ 13:30

l 장

소 : 조선호텔 베키아누보

l 참 석 자 : 안충영

정구현

채

욱

장국현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8. 조

현 신임 인도대사 초청 오찬

l 일

시 : 2015년 10월 6일(화) 12:00 ~ 14:0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자 : 안충영
조

9. 석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현 (신임 인도대사)

정 주한대만대표 주최 만찬

l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18:30 ~ 20:30

l 장

소 : 조선호텔 홍연

l 참 석 자 : 김달중

안충영

이인실

이정민

이홍구

정구현

석 정 주한대만대표 (SHIH Ting, Representative)
하광휘 고문 (SHIA Guang-Hui, Minister-Counselor)
주소언 서기관 (CHOU Shao-Yen, Third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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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인호 무역협회장 주최 오찬
l 일

시 : 2015년 12월 18일(금) 12:00 ~ 14:00

l 장

소 : 포스코센터 Phoenix

l 참 석 자 : 안충영

이홍구

정구현

김인호 (무역협회장)

11.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주최 오찬
l 일

시 : 2015년 12월 28일(월) 12:00 ~ 14:0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자 :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VII.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1. 정기총회
l 일

시 : 2015년 2월 26일(목) 12:00 ~ 13:3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참

석 : 김달중

김은미S

김항덕

민선식

박철희

신수정

유장희
이홍구
한석희
김기환

이경태
임성준
현인택
김남구

이경훈
정구현

이인실
정의용

이인호
조해형

l 위

안충영
이정민
최 강
임 : 길정우

김명자

김병국

김성한

김 윤
김태효
사공일
이신화
정재호
허용수

김은미
김효준
송상현
이양희
조윤제
현홍주

김재호
류 진
안덕근
이장한
채 욱
홍기택

김종석
박영주
안병준
이재승
한승수
홍석현

l 배

김세원
김우상
김진현
김철수
방상훈
백진현
엄구호
유세희
이정훈
이회성
한승주
함재봉
석 : 최유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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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 회
1) 정기이사회
l 일

시 : 2015년 2월 12일(목) 11:00 ~ 12:0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 김달중

l 양

이승훈 (감사)
해 : 김 윤
김은미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이인호

이홍구

정구현

현홍주

조윤제 (감사)
류 진
조석래

한승주

3. 운영위원회
1) 1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5년 2월 10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남구

김달중

김은미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l 양

해 : 김종석

이신화

이정민

l 배

석 : 최유미 (간사)

류

진

민선식

박철희

이신화

이정민

이신화

이정민

2) 제 2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5년 5월 27일(수)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남구

김달중

김종석

류

l 양

이홍구
해 : 김은미

정구현
박철희

최

한승주

l 배

석 : 최유미 (간사)

강

진

3) 제 3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남구

김달중

김은미

김종석

정구현
박철희

최

한승주

l 양

이홍구
해 : 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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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4) 제 4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12:00 ~ 14:00

l 장

소 : Four Seasons Hotel Seoul Boccalino

l 참

석 : 김달중

김은미

김종석

이신화

l 양

정구현
해 : 김남구

한승주
류 진

박철희

최

l 배

석 : 최유미 (간사)

강

4. 프로그램위원회
1) 제 13차 한국-캐나다 포럼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4월 16일(목) 12:00 ~ 13:3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 이신화

이회성

임성준

정구현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최두원 (외교부 북미2과 서기관)

2) 제 1차 Asia Business Caucus 위원회
l 일

시 : 2015년 4월 29일(수) 12:00 ~ 13:3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 김

l 양

해 : 허용수

윤

민선식

정구현

3) 제 6차 서울-도쿄 포럼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류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진

박철희

이홍구

정구현

4) 제 16차 용평세미나 프로그램 협의 모임
l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 12:30 ~ 14:30

l 장

소 : 조선호텔 베키아에누보

l 참

석 : 정구현

이신화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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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강

이정민

이홍구

5) 제 13차 한국-캐나다 포럼 2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7월 1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 김명자

안덕근

이신화

임성준

정구현

권성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장)
김상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연구원)
김현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장 / 공학박사)

6) 제 14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7월 9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 안충영

정구현

채

욱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7) 한-일 공동연구 및 서울-도쿄 포럼 평가회의
l 일

시 : 2015년 7월 31일(금) 08:00 ~ 09:3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박철희

l 양

해 : 안덕근

이신화

이정민

이홍구

정구현

8) 제 13차 한국-캐나다 포럼 3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8월 4일(화) 11:00 ~ 12:3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 김명자

l 배

권성환
김상경
김현경
이인혁
석 : 최유미

안덕근

이신화

임성준

정구현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별협력실장 / 공학박사)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팀장)
(간사)

9) 제 13차 한국-캐나다 포럼 4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9월 3일(목) 07:00 ~ 08:3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명자

김성한

안덕근

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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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이신화

임성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박준우 (세종연구소 이사장)
송주호
정용헌
권성환
윤홍선
l 배

(GS&J Institute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장)
(외교부 북미2과 사무관)

석 : 최유미 (간사)

10) 제 12차 Asia Business Caucus 위원회
l 일

시 : 2015년 9월 3일(목) 12:00 ~ 13:3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 김

윤

민선식

이정민

정구현

정재호

11) 제 14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2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9월 4일(금) 11:00 ~ 12:3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 안충영
반원익
이인혁
장국현
조충제

l 배

정구현

채

욱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팀장)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석 : 최유미 (간사)

12) 제 14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3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l 양

김창수
박성훈
이해원
장국현
조충제
김동배
해 : 이준규

김종석

안충영

이정민

정구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서남아태평양과 과장)
(전 인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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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4차 한국-인도 다이알로그 평가회의
l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9:00 ~ 21:00

l 장

소 : Finance Center 메이징 에이

l 참

석 : 김달중
박성훈
이준규
장국현
조충제

l 양

이정민

정구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인도 대사)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해 : 김종석

안충영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해원 (한양대학교 교수)

5. 연구위원회
1) 제 1차 연구위원회 확대회의
l 일

시 : 2015년 4월 8일(목) 19:00 ~ 21:00

l 장

소 :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춘산

l 참

석 : 박철희

이신화

이정민

l 양

한석희
해 : 김남구

김종석

안덕근

이회성

정구현

최

강

정구현

함재봉

6. 회원위원회
1) 제 1차 회원위원회
l 일

시 : 2015년 4월 30일(목) 07:30 ~ 09:3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김은미

김종석

l 양

해 : 김병국

김효준

손지애

이홍구

7. 재무위원회
1) 제 1차 재무위원회
l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권구훈

김남구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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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정구현

8. 총무위원회
1) Annual Review 편집위원회
l 일

시 : 2015년 1월 20일(화)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박철희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이신화

이정민

정구현

손규원 (Junior Fellow)

9. 영산외교인상위원회
1) 영산외교인상소위
l 일

시 : 2015년 1월 6일(화) 18:30 ~ 20:00

l 장

소 : 로쏘비앙코

l 참

석 : 김우상

이홍구

한승주

2) 제 1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일

시 : 2015년 1월 28일(수) 11:30 ~ 13:0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 김우상

이홍구

정구현

l 양

해 : 김달중

김성한

김은미

정의용

한승주

현홍주

정의용

한승주

3) 제 2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일

시 : 2015년 9월 7일(월) 12:00 ~ 13:30

l 장

소 : 플라자호텔 도원

l 참

석 : 김달중

l 양

현홍주
해 : 김은미

김성한

김우상

이홍구

10. 30주년위원회
1) 제 1차 30주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07:30 ~ 09:00

l 장

소 :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성한

김은미

안덕근

정구현

한승주

l 양

이홍구
해 : 민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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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이신화

이정민

2) 제 2차 30주년위원회
l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12:00 ~ 14:00

l 장

소 : 종로타워 탑클라우드

l 참

석 : 김은미

민선식

l 양

정구현
해 : 김성한

한승주
안덕근

이승훈

이신화

이정민

이홍구

3) 30주년위원회 소위
l 일

시 : 2015년 12월 30일(수) 1`1:00 ~ 12:3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l 참

석 : 민선식

l 양

해 : 이정민

VIII. 출

안덕근

이신화

정구현

판

1. 2014년도 한글연차보고서(71pp.)
2. Seoul Forum Annual Review 2014-2015(66pp.)
3. 포럼 결과보고서
1) The 13th Korea-India Dialogue 결과보고서(54pp.)
2) The 22nd Seoul-Taipei Forum 결과보고서(43pp.)
3) The 6th Seoul-Tokyo Forum 결과보고서(24pp.)

4. SFIA-IIPS 공동연구 보고서
1) Envisioning the Next Fifty Years of Korea-Japan Ties
(76pp. 한·영)
2) Envisioning the Next Fifty Years of Korea-Japan Ties
(112pp. 한·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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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웹사이트 및 뉴스레터
― Seoul Forum Focus

VOL.3 NO.1 (2015년 01월 28일 발행)

― Seoul Forum 브리프 VOL.2 NO.1 (2015년 03월 25일 발행)
― Seoul Forum Focus

VOL.3 NO.2 (2015년 08월 06일 발행)

― Seoul Forum 브리프 VOL.2 NO.2 (2015년 10월 22일 발행)
― Seoul Forum Focus

VOL.3 NO.3 (2015년 12월 28일 발행)

X. 지원사업
1. CSCAP-Korea 지원사업
l CSCAP-Korea(회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15년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등록을 하고 ‘한국아태안보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l CSCAP-Korea의 Study Group 활동 및 해외학술회의 참가 지원(연간
500만원)
― 2015년도에 CSCAP-Korea는 비확산 및 군축 연구반 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1차 예방외교연구반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너지안보연구반회의(중국 북경), 43차, 44차 운영위원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몽골 울란바타르), 총회(몽골 울란바타르)에 한국 대표단
파견
― 2015년 12월 15일에는 CSCAP-Korea와 CSCAP-Malaysia가
공동으로 PKO 연구반회의 창설을 위한 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
l 2016년도에는 제2차 예방외교연구반회의, CSCAP Retreat on Track-1
Relations, 영공 및 해상수색과 구조조율연구반회의, 비확산 및
군축연구반회의, 해양환경보호연구반회의, 45차, 46차 운영위원회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
―

다양한 CSCAP 역내 회의들이 ARF, EAS 등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SCAP-US 및
CSCAP-China와의 협의를 제도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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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부록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 25 (당)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24 (전)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 서울국제포럼

과

(단위 : 원)

제 25 (당)기

목

금

Ⅰ. 유동자산

제 24 (전)기
액

금

액

3,063,949,591

2,626,618,988

3,063,949,591

2,626,618,988

872,363,566

1,408,248,425

(1) 투자자산

867,628,951

1,400,000,450

(2) 유형자산

4,734,615

8,247,975

3,936,313,157

4,034,867,413

1,610,160

1,353,210

1,610,160

1,353,210

9,103,992

6,490,501

10,714,152

7,843,711

Ⅰ. 기본재산

1,500,000,000

1,500,000,000

Ⅱ.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230,390,850)

-

Ⅲ. 보통재산

2,652,689,855

2,520,352,857

자본 총계

3,922,299,005

4,020,352,857

부채와 자본 총계

3,933,013,157

4,028,196,568

(1) 당좌자산
Ⅱ.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Ⅱ. 비유동부채
부채 총계

손익계산서
제 25 (당)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24 (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서울국제포럼

과

(단위 : 원)

목

제 25 (당)기
금

제 24 (전)기
액

금

액

Ⅰ. 사업수익

622,028,796

1,970,200,737

Ⅱ. 사업비

279,614,586

178,951,555

Ⅲ. 운영비

235,707,194

219,800,894

Ⅳ. 사업이익

106,707,016

1,571,448,288

Ⅴ. 사업 외 수익

103,437,662

49,273,137

Ⅵ. 사업 외 비용

77,807,680

62,928,387

132,336,998

1,557,793,038

Ⅶ. 당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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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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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의결사항: 1. 2014년도 사업보고
2. 2014년도 결산보고
3. 감사보고
4. 잉여금 처분 승인
5.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보고사항: 1. 회원 현황
2. ‘2014년도 영산외교인상’ 수상자 및 시상식
자

료: 2015년도 정기총회 자료책자 (pp.44)
1. 참석자 및 위임자 명단
2. 201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3. 2014년도 사업 및 결산
4. 2014년도 결산보고서 및 외부감사보고서
5. 감사의견서
6. 2015년도 사업계획
7. SFIA-IIPS Joint Research 계획안
8. 2015년도 예산안
9. 회원 현황
10. 2014년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11. ‘2014년 영산외교인상’ 수상자 및 시상식
일

시: 2015년 2월 26일(목) 12:00-13:30

장

소: 서울클럽 ‘지리산룸’

참 석 자: 참석회원 21인 및 위임회원 42인 총 63인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의

장: 정구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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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의내용 및 의결․보고 사항
1. 개회: 민선식 총무위원장이 참석회원과 위임회원 명단을 확인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정구현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2. 의결사항
1) 2014년도 사업보고
 정구현 회장이 2014년도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총회는 이를 심의하고
인준함.
2) 2014년도 결산보고
 민선식 총무위원장이 2014년도 24기 회계 결산 및 외부감사를 보고하고,
총회는 이를 심의하고 인준함.
3) 감사보고
 민선식 총무위원장이 ‘감사의견서’를 대독하고, 총회는 이를 인준함.
4) 잉여금 처분 승인
 총회는 잉여금 처분을 인준함.
5)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이정민 프로그램위원장이 2015년도 사업계획(안)을 제의 설명하고,
총회는 이를 심의하고 인준함.
 민선식 총무위원장이 2015년도 예산(안)을 제의 설명하고, 총회는 이를
심의하여 의결함.
3. 보고사항
1) 정구현 회장이 2014년도 총 99인의 회원 현황을 보고함.
 신입회원 권구훈 (Goldman&Sachs 서울지점 전무)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효준 (한국BMW 사장)
김은미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탈퇴회원 안청시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2) 정구현 회장이 2014년도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구성을 보고하고,
민선식 총무위원장의 후임으로 최강 총무위원장을 소개함 (2015~).
3) 정구현 회장이 2014년도 영산외교인상 수상자(오준 주 유엔대사,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및 시상일자(3월 27일 금요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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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구현 의장은 13:30에 폐회를 선언함.

기록: 최유미 간사

확인: 정구현 회장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참석 (21인)
김달중
이경태
정의용

김은미S
이경훈
조해형

김항덕
이인실
최 강

민선식
이인호
한석희

박철희
이정민
현인택

신수정
이홍구

안충영
임성준

유장희
정구현

김성한
김철수
송상현
이재승
함재봉

김세원
김태효
안덕근
이정훈
허용수

김우상
김효준
안병준
이회성
현홍주

위임 (42인)
길정우
김 윤
류 진
엄구호
정재호
홍기택

김기환
김은미
박영주
유세희
조윤제
홍석현

김남구
김재호
방상훈
이신화
채 욱

김명자
김종석
백진현
이양희
한승수

김병국
김진현
사공일
이장한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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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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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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년도 임원
1) 이 사 회
이 사 장 : 이 홍
이
사 : 김 달
이 인
현 홍
감
사 : 이 승

구
중
호
주
훈

2) 운영위원회
회
장 : 정
부 회 장 : 김
운영위원 : 김
이

현
미
구
민

구
은
남
정

김
윤
정 구 현

김 은 미
조 석 래

류
진
한 승 주

박 철 희
한 승 주

이 신 화

조 윤 제

류
진
김 종 석
최
강

3) 위 원 회
(1) 프로그램위원회(Program Committee)
위 원 장 : 이 정 민
위
원 : 엄 구 호
이 재 승
정
채
욱
최
강
(2) 회원위원회(Membership Committee)
위 원 장 : 김 종 석
위
원 : 김 병 국
김 효 준
손
(3)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위 원 장 : 김 남 구
위
원 : 권 구 훈
박 태 호
이
(4) 섭외위원회(Public Relations Committee)
위 원 장 : 박 철 희
위
원 : 김
윤(ABC 위원장)
이
(5) 총무 위원회(General Affairs Committee)
위 원 장 : 최
강
(6) 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
위 원 장 : 이 신 화
위
원 : 안 덕 근
이 회 성
한
(7) 영산기금위원회- 외교인상위원회
위 원 장 : 한 승 주
위
원 : 김 달 중
김 성 한
김
김 은 미
정 의 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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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록

정 재 호

지 애

함 재 봉

인 실

경 태

석 희

우 상(간사)
홍 주

허 용 수

(8) 30주년위원회
위 원 장 : 한 승 주
위
원 : 김 성 한
이 승 훈
4) 간

김 은 미
이 신 화

민 선 식
이 정 민

안 덕 근

사 : 최 유 미

6. 2015년도 회원명단
강

경

화

유엔 인도지원담당 차장보

권

구

훈

Goldman Sachs 서울지점 조사분석부 전무

권

준

모

네시삼십삼분 의장

길

정

우

국회의원, 전 운산그룹 부회장, 전 중앙일보 M&B대표

김

기

환

Seoul Financial Forum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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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

김

병

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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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전 주호주 대사

김

윤

(주)삼양홀딩스 회장

김

은

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김

은

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

재

호

동아일보 사장/발행인, 채널에이 사장

김

종

석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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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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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항

덕

중부 도시가스 회장, 전 SK 주식회사 회장

김

호

연

김구재단 이사장, 전 (주)빙그레 회장

김

효

준

BMW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노

경

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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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문

정

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전 동북아시대추진위원회 위원장

민

선

식

YBM 부회장

박

삼

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영

주

이건창호 회장

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박

전 국회외교통상통일 위원장
박

철

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박

태

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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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모레퍼시픽 회장

손

지

애

전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전 청와대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

송

상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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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연세대 정외과 교수

안

충

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양

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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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구

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유

세

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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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

희

BBB Korea 회장,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전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윤

영

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전 외교부 장관

이

경

태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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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회장

이

정

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

정

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

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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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이

회

성

IPCC 부의장,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임

성

준

Lee International IP & Law 고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장

대

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전

재

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정

구

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정

몽

준

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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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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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동

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

석

래

효성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조

양

호

대한항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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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윤

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주영대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조

해

형

주)나라홀딩스 회장, 주한외국명예영사단 명예단장

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특임교수,

채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천

진

최

환

Kim & Chun Partners, Inc. 회장, 인하대학교 객원교수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전 외교안보연구소장

최

태

원

SK주식회사 회장

한

덕

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전 주미대사, 전 국무총리

한

석

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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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에너지 부사장, GS플라텍 대표이사

현

인

택

고려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현

재

현

동양그룹 회장

현

홍

주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주미대사

홍

규

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홍

기

택

KDB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홍

석

현

중앙일보∙JTBC 회장, 전 주미대사

홍

정

욱

헤럴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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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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

제8조 (총회의 소집 등)
(1) 총회의 개최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정기총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최소 2주 전에 회장이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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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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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 및 의결 경과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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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사회와 이사장
제12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에 6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는 전임 회장들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장(Chairman)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3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개최 전에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최소 2주 전에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의사 및 결의 방법, 의사록 등)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2. 결산안의 심의
3. 특별회원의 자격 취득에 관한 인준
4.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총회 추천
5.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심의
6.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회원 및 재무에 관한 규정의 인준
7.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안건
8.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9.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안건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발의한 안건
(2)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 불포함)으로 하고 의
결정족수는 참석 (위임 불포함) 이사 단순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의사 및 의결 경과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 이
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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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장과 부회장
제15조 (회장과 부회장의 선임)
(1) 본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
(2)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6조 (회장의 지위 및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각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안건을 집행하고,
본회의 모든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회장은 제3항의 안건 집행과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제17조 (부회장의 권한)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의 유고 시 이사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대행으로 임명한다.
제4절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18조 (위원회)
(1) 회장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해 회장의 산하에 연구, 프로그램, 회원, 섭
외, 재무,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2) 회장은 특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선임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정한다.
(4)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업무 집행 후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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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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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타 규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을 준용하거나
사회통념에 따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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