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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차보고를 드리며
2017년 5월에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년간의
보수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경제 및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분배
를 우선시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가치로 내세우면서 친노동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안보에서도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
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월에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과 정책을 통해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예측하
기 어려운 언행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나
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되어온 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에 빨간불이 들어오
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타결된 TPP에서 탈퇴를 했고,
NAFTA와 한미FTA의 재협상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역사적인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2016년의 BREXIT에 이어서 2017년의 트
럼프 취임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과연 어떤 새로운 세계질서를 의미하는 걸까요? 서울
국제포럼은『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출판사: 클라우드나인)이라는 책자를 3월에
발간해서 이러한 큰 흐름을 가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한
해 동안에 이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 차례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
했으며, 8월에 열린 용평세미나에서는 세계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중 열린 네 차례의 양자 포럼에서도 세계질서의
변화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 현상’이 단기적인 현상인
지 아니면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전환의 시작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에 미국이 보여준 강한 국력과 제도적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을 대신할 패권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
다. 중국이 현재 패권 국가가 될만한 역량이나 제도를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
다. 그런 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 질서에서의 리더십 공백이며, 그렇게 보면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합쳐진 힘과 역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
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에서 그런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트럼프가 탈퇴를 공언하
고 있지만 1988년 이후 지속하여온 유엔 중심의 제도와 프로세스는 잘 진행되고 있습
니다. 또한, 민간 부문은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
술변화와 시장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 여하에 따라서는 강대국이 군사
력이나 경제력으로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 대
해서 더 많은 생각과 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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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한국경제에 심리적인 압박을 준 사건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경
제적인 보복이었습니다. 2017년 초 한국의 롯데 그룹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골프장을
사드 미사일 기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후에 중국 정부는 롯데 그룹의 중국 사업에 대
해서 노골적인 제재를 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의 문화상품과 수입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처했던 한국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에 중국 경제와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방향과 경쟁력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기업은 이미 중화학 공업에서 중
국기업의 도전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의 신 ICT 서
비스 분야와 제4차 산업으로 열릴 새로운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과 힘든 경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용평세미나에서 토의가 있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정책토론 II』가 발간되었습니다.

2017년에 창립 31주년을 맞이한 서울포럼은 공익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에 공헌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 그리고 회원 간의 더 활발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9월부터 Seoul Perspective라는
제호의 e-opinion paper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회원이나 비회원의 의견이나
주장을 A4 1~2페이지 정도로 짧게 개진하는 형태로 수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또 하
나의 새로운 발간물은 정책토론이라는 제호의 보고서로서 시의성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워크숍이나 기타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시로 발간합니다. 2017년에는 정
책토론이 2회 발간되었습니다. 서울포럼은 2017년에 연세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서울
국제포럼 아카이브’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86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의 서울포럼의 사업과 국제적인 활동을 보존하여 서울포럼뿐만 아니라 국가
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료를 소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4개의 양자 포럼(bilateral forum)이 있었습니다. 5월의 타이베이 포럼은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는데, 양안 문제와 한반도의 안보 정세, 중국 경제 및 국내 정치
의 전망과 한국 및 타이완 경제의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서울-도쿄 포럼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질서 변화에 대해
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며, 10월에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포럼
에서는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정세, 사이버 안보 및 글로벌 질서에 대해서 양측 전문
가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11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는 인도 측 공동 주최기관이 Ananta Aspen Centre로 바뀌었으며,
점차 부상하는 인도의 전략적인 위상으로 인하여 한국 측에서 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방위산업, 신재생 에너지, 조선업, 중소기업 간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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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제 및 산업 협력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2010년에 발효된 양국 간의
FT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2017년에는 7명의 회원을 새로 모시게 되어서 서울포럼의 총회원 수가 109명이 되었
습니다. 새로 회원이 되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윤희숙(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숙종(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이연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정용헌(아주대학교 에너지시
스템학과 겸임교수), 조현준(㈜효성 회장).
2017년 여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여러 기관과 후원자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
니다. 또한, 기업가 회원 여러분의 찬조가 있었으며, 외부 기관으로는 국제교류재단과
한국무역협회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보수도 없이 자원봉사해주
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회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복잡
하고 불확실한 세계 여건 속에서 우리 포럼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22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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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원 정책토론
1. 세 미 나
1) 제 18차 용평세미나
l 일

시 : 2017년 8월 18일(금) ~ 20일(일)

l 장

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l 주

제 : 신정부의 출범과 향후 과제

l 참 석 자 :
김달중(김옥경)

김용준(조윤숙)

김

윤(김유희)

김은미(전경수)

김종석(이혜양)

김진현(민태희)

김항덕(이혜원)

민선식(이상원)

박태호(김희경)

박인국(김미영)

박

진(조윤희)

송상현(김명신)

안병준(조영자)

안충영(김선혜)

엄구호(양미경)

유세희(김문자)

유장희(송정화)

이경훈(윤미덕)

이홍구(박한옥)

임성준(홍귀주)

정구현(박은경)

정재호(이혜경)

정종욱(김화원)

조해형(김인숙)

채

최

욱(박금미)

강(한혜욱)

권구훈

김기환

김명자

김병연

김성한

김우상

김태효

박철희

사공일

성태윤

손지애

윤영관

이승훈

이재승

장

조현준

한석희

함재봉

허용수

현인택

홍규덕

훈

최유미(간사)

강민지(인턴)

박지혜(Junior Fellow)

손규원(Research Fellow)
l 초

청 :

김진형(배우자: 김순정) (KAIST 명예교수)
박경애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교수)
이부미 (경기대학교 교수)
황용수(황영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Nagamine Yasumasa (주한 일본 대사)
Tamaoki Kohei (주한 일본대사관 2등 서기관)

l 프로그램 :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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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15:40

제 1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발제3:
발제4:

새 정부의 4강 외교와 북핵 문제의 해결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15:40~16:00

Coffee Break

16:00~16:40

특강(1):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평가
사 회: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발 제: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16:40~18:00

제 2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18:30~20:30

만찬

북한의
현인택
김병연
박경애

경제정책과 경제현황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교수)

(1층 샬레 테라스)

8월 19일 (토)
06:30~12:00

골프 / 등산 / 휴식

12:00~13:30

오찬

14:00~15:40

제 3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발제3:

15:40~16:00

Coffee Break

16:00~16:50

특강(2): 인공지능의 능력과 한계
사 회: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발 제: 김진형 (KAIST 명예교수)

16:50~17:00

폐회

17:10~18:00

용평 출발 – 강릉 샌드파인 C.C.로 이동

(1층 샬레 또는 골프클럽)
강대국
박인국
김용준
김 윤
한석희

리스크 대처 방안
(1층 그랜드볼룸)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삼양홀딩스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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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8:20

Reception

18:20~19:00

특강(3): 한국과 일본의 외교 현안
(라카이 샌드파인 (강릉))
사 회: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발 제: Nagamine Yasumasa (주한 일본 대사)

19:00~20:40

만찬

21:00~21:50

샌드파인 C.C. 출발 – 용평으로 귀환

8월 20일 (일) 자유시간 / 귀경

2. 강연회 및 간담회
1) 제 6차 SF-ChinaTalk
l 일

시 : 2017년 3월 22일(수) 18:15 ~ 20:30

l 장
l 연
l 주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사 :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 : What is Holding China Together? Evidence from

Centrifugal Empire
l 참 석 자 : 김성한
김용준
김진현
안병준
엄구호
유세희

박인국
이경태

사공일
이홍구

송상현
조해형

2) 제 1차 SF-RussiaTalk
l
l
l
l

일
장
주
참 석

시
소
제
자

:
:
:
:

2017년 3월 30일(목) 17:00 ~ 20:00
서울클럽 지리산룸
지정학적 변화와 한·러 경제협력
길정우
김달중
김종석
엄구호
유세희
유장희
윤영관
이인호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조해형
곽경덕 (한국수출입은행 동북아사업팀 부부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이상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장덕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장치혁 (한러시아협회 회장)
황병현 (한국수출입은행 동북아사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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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램 :
17:00~17:10

인사말: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17:10~17:50

제 1세션:
사 회:
발 표:
토 론:

미중러
정구현
엄구호
장덕준

17:50~18:30

제 2세션:
사 회:
발표1:
발표2:
토 론:

유라시아 프로젝트와 한러 경제협력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장치혁 (한러시아협회 회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이상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18:30~20:00

만찬 (질문 및 토론)

3각 관계의 변화와 차기정부의 대러정책 방향
(서울국제포럼 회장)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3) 제 7차 SF-ChinaTalk
l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18:00 ~ 20:00

l 장
l 연

소 : 서울클럽 치즈맨룸
사 : Zhengxu WANG (Professor and Oriental Scholar
Distinguished Professor, Fudan University)
제 : Assessing Leadership Changes at China's 19th Party

l 주

Congress
l 참 석 자 : 김달중
김용준
유세희
이홍구

김진현
정구현

김항덕
정재호

송경진
한덕수

송상현

김진현
성태윤
이경태
한덕수

김철수
송경진
이인실
현인택

4) 김동연 경제부총리 초청 오찬간담회
l
l
l
l
l

일
장
연
주
참 석

시
소
사
제
자

:
:
:
:
:

2017년 12월 7일(목) 12:00 ~ 13:40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튤립 룸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리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김기환
김달중
김동연
김명자
김효준
박영주
박인국
박형수
안덕근
안병준
유세희
윤영관
이홍구
이회성
정구현
조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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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 크 숍
1) Agenda Workshop Ⅰ
l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17:30 ~ 20:0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주

제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

l 참 석 자 : 김기환

김성한

김용준

김진현

김정수

박철희
손지애
송경진
안병준
이인실
정구현
정의용
정재호
최 강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진

이홍구

l 프로그램 :
17:30~18:30

발제1: 박 진 (한미협회 회장, 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발제2: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발제3: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8:30~19:00

만찬

19:00~20:00

자유토론

2) Agenda Workshop Ⅱ
l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16:00 ~ 20:0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주

제 : 세계 경제여건과 새정부의 경제정책

l 참 석 자 : 권구훈

김기환

김용준

김정수

김진현

김항덕

모종린
박인국
손지애
송경진
안덕근
유장희
이인실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채 욱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세희
조해형

l 프로그램 :
16:00~16:10

워크숍 개회: 회장 인사말

16:10~17:30

제 1세션: 트럼프 행정부 경제 및 통상정책 전망과 과제
사 회: 유장희 (학술원 인문사회 회장)
발제1: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과 경제전망
권구훈 (Goldman Sachs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전무)
발제2: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과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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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40

Coffee Break

17:40~19:00

제 2세션: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망
사 회: 김정수 (한국무역협회 경제통상 자문역)
발제1: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전망과 과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2: 문재인 정부 대기업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9:00~20:00

석식 및 토론

3) Agenda Workshop Ⅲ
l 일

시 : 2017년 11월 6일(월) 15:30 ~ 20:0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주

제 : 한반도 핵 위기와 한국의 안보전략: 전술핵과 한일군사협력

l 참 석 자 : 김달중

김명자

김성한

김진현

김항덕

손지애
이신화
이인호
이재승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함재봉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최우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l 프로그램 :
15:30~15:40

환영인사: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15:40~17:20

제 1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토론3:
토론4:

17:20~17:35

휴식

17:35~19:00

제 2세션:
사 회:
발제1:
발제2:

19:00~20:00

만찬

한반도
정재호
신범철
전성훈
김준형
최우선

전술핵 재배치 논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한일 군사협력 논란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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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장

훈

4) Agenda Workshop Ⅳ
l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15:30 ~ 19:00

l 장

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회의실(18층)

l 주

제 :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중 경제 관계의 미래

l 참 석 자 : 권구훈

김용준

박인국

안덕근

윤영관

이신화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문형 (숭실대학교 교수)
최

수 (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전 하이닉스 CEO)

l 프로그램 :
15:30~15:40

환영인사

15:40~17:00

제 1세션: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사 회: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발제1: 정부차원의 대응: WTO 제소 등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2: 기업차원의 대응: ISO 등 제소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7:00~17:10

휴식

17:10~18:30

18:30~19:00

제 2세션: 한중 경제관계의 미래
사 회: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발제1: 사드 보복이 한중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문형 (숭실대학교 교수)
발제2: 한중 경제관계 위축의 장기적 영향
최 수 (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Reception

- 7 -

II. 양자포럼
1. The 24th Seoul-Taipei Forum
l 일

시 : 2017년 5월 31일(수) ~ 6월 1일(목)

l 장

소 : The Howard Plaza Hotel, Taipei

l 공동주최 : The Prospect Foundation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l 주

제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East Asia

l 참 석 자 :
[KOREAN PARTICIPANTS]
AN Byungson
Assistant Manager, International Affairs Group,
China Department, KITA
BARK Taeho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Jae H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Sukhee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former
Consul General of South Korea in Shanghai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Visiting Professor, KAIST College of
Business
KIM Chungsoo
Senior Counselor 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y, KITA; Chair, The Seoul-Taipei
Forum
KIM Jong Seo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Kihyun
Assistant Representative to Korean Mission in
Taipei
KIM Woosan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KWON Gooho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Asia)
L.L.C.
LEE Seung-Hoon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SHIN Ah Ram
Researcher to Korean Mission in Taipei
SONG Kyungjin
Presiden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YANG Chang-soo
Representative to Korean Mission in Taipei
SOHN Gyu Won
Research Fellow, SFIA

- 8 -

[TAIWANESE PARTICIPANTS]
CHANG Bao-Yuan

CHEN Tan-Sun
CHIU Darson

Special Assistant for Chairman, The Prospect
Foundation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European
and American Studies, Academia Sinica
Chairman, The Prospect Foundation
Deputy Director, Macroeconomic Forecasting

HONG Tsai-Lung

Center,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Commissioner of Fair Trade Commission, ROC

CHANG Jaw-Ling Joanne

HSU Szu-Chien
HUANG Norah
HWANG Ji-Jen
KUNG Ming-Hsin
LAI I-Chung
LEE Chang-Hyung
LEE Roy Chun
LIN Chiu-Feng
TAI Paul
TSAI Peter M.Y.
TSAI Ming-Yen
WU Rong-I
YAN Jiann-Fa
YANG Chia-Yen
YANG Daching
YAO Alvin

(Taiwan)
President,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Studies and
Exchange, The Prospect Foundation
Director, International Master Program for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eputy Minister,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ROC (Taiwan)
President, The Prospect Foundation
Visiting Schola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Fu Hsing Kang College
Deputy Director, Taiwan WTO & RTA Center,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President, Metal Industries Research &
Development Centre (MIRDC)
Senior Advisor, The Prospect Foundation
Secretary-Gener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C (Taiwan)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olitics,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of ROC
(Taiwan)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ien-shin University
Partner, B Current Impact Investment, Inc.
Senior Executive Officer, Office of Trade
Negotiations, Executive Yuan, ROC (Taiwan)
Director, International Studies, The Prospec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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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램 :
May 31 (Wednesday)

Venue: Dragon Hall (3F)

09:00~09:20

Registration

09:20~09:40

Opening Remarks
CHEN Tan-Sun
Chairman, The Prospect Foundation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09:40~10:10

Welcoming Remarks
TSAI Peter M.Y.
Secretary-Gener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C
YANG Chang-Soo
Representative to Korean Mission in Taipei

10:10~11:40

[Panel Ⅰ] Security Challenges in Northeast Asia
Ÿ Moderator:
CHEN Tan-Sun
Chairman, The Prospect Foundation
Ÿ Presenters:
LAI I-Chung
President, The Prospect Foundation
TSAI Ming-Yen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olitics,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KIM Woosan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HAN Sukhee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Ÿ Discussion

11:40~11:50

Coffee Break

11:50~12:50

[Panel Ⅱ] China's Domestic Environment and Foreign Policy
after the 19th CCP Party Congress
Ÿ Moderator:
KIM Jong Seo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OK
Ÿ Presenters:
CHUNG Jae H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HSU Szu-Chien
President,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Ÿ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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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14:15

Venue: Le Louvre (4F)

Lunch

Venue: Dragon Hall (3F)
14:20~15:50

[Panel Ⅲ] Strategies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Ÿ Moderator:
WU Rong-I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ROC
Ÿ Presenters:
YANG Daching
Senior Executive Officer, Office of Trade
Negotiations, Executive Yuan, ROC
BARK Taeho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Chungsoo
Senior Counselor 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y, KITA
KWON Gooho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Asia)
L.L.C.
CHIU Darson
Deputy Director, Macroeconomic Forecasting
Center,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Ÿ Discussion

15:50~16:00

Coffee Break

16:00~17:00

[Panel Ⅳ]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spect & Challenges
Ÿ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Ÿ Presenters:
LIN Chiu-Feng
President, Metal Industries Research &
Development Centre (MIRDC)
SONG Kyungjin
Presiden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Ÿ Discussion

17:30~19:30

Dinner
Venue: VIP Room (B2)
Keynote Speech: "Korean Economy at Crossroads"
KIM Jong Seo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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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 (Thursday)
08:30~09:30

Breakfast Meeting
Venue: The Rosewood (4F)
SFIA Delegation Only
Senior Officer: KUNG Ming-Hsin
Deputy Minister,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ROC

09:40~10:00

Registration / Coffee Break

10:10~11:40

[Roundtable] Cooperation Between ROC & ROK
Ÿ Moderator:
LAI I-Chung
President, The Prospect Foundation
Ÿ Discussants: LEE Roy Chun
Deputy Director, Taiwan WTO & RTA
Center,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LEE Seung-Hoon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HWANG Ji-Jen
Director, International Master Program for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IM Woosan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Ÿ Discussion

11:40~12:00

Closing Remarks
KIM Chungsoo
Senior Counselor 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y, KITA
CHEN Tan-Sun
Chairman, The Prospect Foundation

12:00~13:20

Lunch

Venue: Dragon Hall (3F)

Venue: Le Louvre (4F)

2. The 8th Seoul-Tokyo Forum
l 일

시 : 2017년 9월 22일(금) ~ 23일(토)

l 장

소 : Intercontinental Seoul COEX

l 공동주최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IIPS)
l 주

제 : Korea and Japan in the Midst of Shifting Global Order

l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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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N Dukgeun

CHUNG Chong-Wook
CHUNG Jae-Ho
JUNG Ku-Hyun
KIM Chungsoo

KIM Dalchoong

KIM Eun Mee
KIM In-Ho
KIM Jin Hyun
KIM Jong Seok
KIM Sung-han
KIM Tae-hyo
KIM Woosang
KIM Yoon
LEE Dai Soon

Member of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s;
former Professor, Yonsei University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former Korean Ambassador to Chin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Former Senior Counselor 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y,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President Emeritus,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Dea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Chairman & CEO,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former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an,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former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Professor, Yonsei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to Australia
Chairman &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Vice-Chairman,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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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ong-Koo

Chairman, SFIA; former Prime Minister

LEE Kyung Tae

LEE Seung Yun

Former Korean Ambassador to OECD;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KIEP)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President,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LEE Shin-wha
LIM Sungnam

Professor, Korea University
1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RK Cheol Hee

Dean an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Presiden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Professor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former Ambassador to Canada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retary-General,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LEE Seung-Hoon

RYU Jin
SONG Kyungjin
SUNG Taeyoon
YIM Sung-Joon
YOO Jang-Hee
YOON Young-kwan
YU Zu Youl

[JAPANESE]
ASAI Akihiro
HARA Minoru
HAYASHI Kenji
HOSOYA Yuichi
IDE Takahiro
IDE Tomoaki
KITAGAWA Katsuro
KOBORI Hideki
KURITA Shinichi
MIMURA Akio

Third Secretary, Political Section, Embassy of
Japan
Senior Research Fellow, IIPS
Senior Manager,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Keio University
General Manager, Executive Secretaries Office,
Asahi Kasei Corp.
Senior Research Fellow, IIPS
Minister Head of Political Section, Embassy of
Japan
President, Asahi Kasei Corp.
Counsellor, Political Section, Embassy of Japan
Vice Chairman, IIPS; Chairman,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enior
Advisor & Honorary Chairman,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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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AMINE Yasumasa
NAKASONE Hirofumi
NISHINO Junya
SATO Ken
TAKAYASU Yuichi
WATANABE Hideo

YAMAGUCHI Noboru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Embassy of Japan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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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sor, IIPS; Acting Chairman, Japan-Korea
Cooperation Committee; former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Professo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former Lieutenant General, JGSDF

l 프로그램 :
September 22 (Friday)

Venue: Harmony Ballroom Ⅲ (B1)

15:20~15:30

Registration

15:30~16:00

Opening Ceremony
[Welcoming Remarks]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ATO Ken
Presid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Opening Address]
RYU Jin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MIMURA Akio
Vice Chai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16:00~18:00

[Session One] Big Country Risks to Free Trade: Trump's
Economic Policy and China's State Capitalism
Ÿ Moderator:
YOO Jang-Hee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Ÿ Presenters:
TAKAYASU Yuichi
Professor, Daito Bunka University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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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0:30

Venue: Harmony Ballroom Ⅰ (B1)

Reception

LIM Sungnam
1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NAGAMINE Yasumana
Japanese Ambassador to Korea

Venue: Allegro (B1)

September 23 (Saturday)
09:00~11:00

[Session Two] Korea and Japan in the Face of America's
Retreat from a Rules-based Order
Ÿ Moderator:
SATO Ken
President, IIPS
Ÿ Presenters: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HOSOYA Yuichi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Keio
University

11:00~11:50

Business Leader Speech
KIM In-Ho
Chairman & CEO,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OBORI Hideki
President, Asahi Kasei Corp.

12:00~13:00

Business Lunch

Venue: Venus (30F)
Venue: Allegro (B1)

13:00~15:00

[Session Three] North Korea's Nuclear Conundrum and
Options for Regional Security
Ÿ Moderator:
YIM Sung-Joon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Ÿ Presenters:
KIM Tae-hyo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YAMAGUCHI Noboru
Professo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15:00~15:20

Refreshments

- 16 -

15:20~17:20

[Session Four] Korea-Japan Relations in an Era of Global
Transformation
Ÿ Moderator:
HOSOYA Yuichi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Keio
University
Ÿ Presenters:
NISHINO Junya
Professor, Keio University
IDE Tomoaki
Senior Research Fellow, IIPS
KIM Yoon
Chairman &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PARK Cheol 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7:20~17:40

Concluding Session
RYU Jin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MIMURA Akio
Vice Chai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ATO Ken
Presid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18:00~18:30

Move to Lotte World Tower

Venue: Lotte World Tower "Seoul Sky" Lounge (123F)
18:30~19:10

Tour at Lotte World Tower & Reception

19:10~20:40

Farewell Dinner

Venue: Signiel Hotel "Studio 4" (76F)

3. The 15th Korea-Canada Forum
l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 21일(토)

l 장

소 : Shangri-La Hotel, Vancouver

l 공동주최 :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
l 주

제 : Global Partnerships in Challenging Times: Promot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 지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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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참 석 자 :
[KOREAN]
AHN Dukgeun
CHUNG Raekwon

JUN Jaehan
JUNG Ku-Hyun
KIM Beomsoo
KIM Gunn
KIM Sung-han
KIM Yongjune
LEE Hye-min

LEE Kangjun
LEE Kyoungsoo
LEE Jae-seung
LEE Ju-Ho

LEE Shin-wha
SHIN Maeng-ho
SONG Jiewuh
YIM Sung-Joon

CHOI Yoo Mi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Former Climate Change Ambassador of Korea;
former Principal Advisor on Climate Change to
UN Secretary-General
First Secretary (Political),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Yonsei University; OECD Vice Chair
for SPDE
Consul-General, Korean Consulate in
Vancouver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Trade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G20 Sherpa and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former Ambassador to
France
Consul, Korean Consulate in Vancouver
First Secretary (Economic),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
Professor, Korea University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Professor, Korea Univeristy
Korean Ambassador to Canada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Ambassador to Canada; Korean
Co-Chair, Korea-Canada Forum
Executive Assista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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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Eva BUSZA
Donald CAMPBELL
Denis CONNOR
Serge DUPONT

Vice-President, Research and Programs,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Senior Strategy Advisor, DLA Piper
Consultant and Executive in Residence,
Foresight Cleantech Accelerator Centre
Public Sector Executive and Policy Advisor

Len EDWARDS

CIGI Distinguished Fellow,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Jon FRIED

Coordinator,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Global Affairs Canada
Executive Director, Canadian Cyber Threat
Exchange (CCTX)
President and CEO, Canada West Foundation

Robert GORDON
Martha HALL FINDLAY
Benoit
HARDY-CHARTRAND
Brian KINGSTON
Jonathan MANTHORPE
Yonah MARTIN

James MAYNARD
Tina PARK
Jeff RUBIN
Hugh SEGAL
Scott SMITH
Chuck STRAHL
Jillian STIRK
Yves TIBERGHIEN

Senior Research Associate, CIGI
Vice President Policy, International and Fiscal
Issues, Business Council of Canada
International Affairs Columnist and
Commentator
Deputy Leader of the Opposition in the Senate;
Co-Chair of the Canada-Korea
Inter-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
President and CEO, Wavefront
Executive Director, Canadian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IGI Senior Fellow; former Chief Economist
and Chief Strategist, CIBC World Markets
Head of Massey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
Directo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Policy,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Chuck Strahl Consulting
Associate, SFU Centre for Dialogue
Director Emeritus, Institute of Asian Researc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enior Fellow,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V20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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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그램 :
October 19 (Thursday)

Venue: Barnard/Library Room

17:30~18:00

Registration Desk Open

18:00~19:00

Opening Reception
[Welcoming Remarks by Co-Chairs]
Len EDWARDS
CIGI Distinguished Fellow;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YIM Sung-Joon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19:00~21:00

Dinner
Venue: Conway Room
Keynote Speech: "Perspectives on the Trump Presidency and
its Consequences for the Global Order"
The Honourable Hugh SEGAL
Head of Massey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
Introduction and Moderator: Len EDWARDS
CIGI Distinguished Fellow;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ctober 20 (Friday)

Venue: Conway Room

07:45~08:00

Registration Desk Open

08:00~08:15

Call to Order – Canadian and Korean Co-Chairs
Greetings from the Honourable Yonah MARTIN
Deputy Leader of the Opposition in the Senate; Co-Chair of
the Canada-Korea Inter-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

08:15~10:15

[Session One] North Korea and Developments in East Asian
Security
Ÿ Moderator:
YIM Sung-Joon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Ÿ Panelists:
Jonathan MANTHORPE
International Affairs Columnist and
Commentator
Tina PARK
Executive Direction, Canadian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IM Gunn
Consul-General, Korean Consulate in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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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0:30

Coffee Break

10:30~12:00

[Session Two] Managing Cyber-Security Threats
Ÿ Moderator:
The Honourable Chuck STRAHL
Chuck Strahl Consulting
Ÿ Panelists:
Robert GORDON
Executive Director, Canadian Cyber Threat
Exchange (CCTX)
Scott SMITH
Directo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Policy,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KIM Beomso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OECD Vice
Chair for SPDE

12:00~13:45

Lunch Break
Venue: Barnard/Library Room
Keynote Speech: Martha HALL FINDLAY
President and CEO, Canada West Foundation
Introduction and Moderator: Stewart BECK
President & CEO,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Venue: Conway Room
14:00~15:30

[Session Three] The Future of Global Trade and its
Governance
Ÿ Moderator:
Donald CAMPBELL
Senior Strategy Advisor, DLA Piper
Ÿ Panelists:
Brian KINGSTON
Vice President Policy, International and
Fiscal Issues, Business Council of Canada
Yves TIBERGHIEN
Director Emeritus, Institute of Asian
Researc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enior Fellow,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V20 Director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LEE Hye-min
G20 Sherpa and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former
Ambassador to France

15:30~15:45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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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7:15

[Session Fou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eyond: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anada
Ÿ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Ÿ Panelists:
James MAYNARD
President and CEO, Wavefront
Eva BUSZA
Vice-President, Research and Programs,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KIM Yongjune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LEE Ju-Ho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Venue: Vancouver Club (UBC Room)
18:00~20:00

Dinner hosted by Consul-General KIM Gunn
Keynote Speech: "Essential Partners: Korea and Canada in an
Age of Uncertainty"
SHIN Maeng-ho
Ambassador of Korea to Canada

October 21 (Saturday)

Venue: Conway Room
08:00~09:30

[Session Five] Climate Change: Governance, Consequences
and Opportunities
Ÿ Moderator:
LEE Hye-min
G20 Sherpa and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Ÿ Panelists:
JEFF RUBIN
CIGI Senior Fellow; former Chief Economist
and Chief Strategist, CIBC World Markets
Denis CONNOR
Consultant and Executive in Residence,
Foresight Cleantech Accelerator Centre
CHUNG Raekwon
Former Climate Change Ambassador of
Korea; former Principal Advisor on Climate
Change to UN Secretary-General
LEE Jae-seung
Professor,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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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09:45

Coffee Break

09:45~11:45

[Concluding Session] Promot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Ÿ Moderator:
Serge DUPONT
Public Sector Executive and Policy Advisor
Ÿ Panelists:
Jon FRIED
Coordinator,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Global Affairs Canada
Jillian STIRK
Associate, SFU Centre for Dialogue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SONG Jiewu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1:45~12:00

Co-Chairs' Closing Remarks

12:00~13:00

Informal Luncheon

Venue: Barnard/Library Room

4. The 16th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l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 12월 1일(금)

l 장

소 : Vivanta by Taj – Ambassador, New Delhi

l 공동주최 : Ananta Aspen Centre
l 주

제 : India-Korea Relations in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l 지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l 참 석 자 :
[KOREAN]
AHN Choong Yong

CHO Choongjae
CHUN Ju Hi

CHUNG Jae-Ho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Senior Manager, Renewable Project
Development Team, Asia Business Departmen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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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Bong-Soo

Executive Vice-President and Chief Global

KIM Da Eun

Business Office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Program Officer, Global Networking

LEE Chung Min

Department, The Korea Foundation
Assistant to the President, The Korea

JUNG Ku-Hyun

LEE Hai Kwang
LEE Kwang-cheol
LEE Sihyung
PARK Joo Heon
PARK So-Yeon
SOHN Jie-Ae

SONG Kyungjin

YOON Young-kwan
SOHN Gyu Won

[INDIAN]
Naushad FORBES
Chandrajit BANERJEE
Pramit Pal CHAUDHURI
Pradeep CHAUHAN
Tarun DAS

Foundation
Charge d'Affair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w Delhi
Director, Global Networking Department, The
Korea Foundation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President,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Counsell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w Delhi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President & CEO, Arirang TV
Presiden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former Special Advisor,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Seoul Summit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search Fellow,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Co-Chairman, Forbes Marshall
Director General,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Foreign Editor, Hindustan Time; Distinguished
Fellow, Ananta Aspen Centre
Director,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Founding Trustee, Ananta Aspen Centre;
former Chief Mentor,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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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dam DHARMENDRA

Joint Secretary (Policy Planning & Research),

S.K. LAMBAH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Research Fellow, Council on Energy,
Environment and Water (CEEW)
Director & Chief Executiv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hairman, Ananta Aspen Centre; former

Vaishnavi MULAY

Special Envoy of the Prime Minister of India
Programme Executive, Ananta Aspen Centre

Karthik GANESAN
Rajat KATHURIA

Kaustav PADMAPATI
B.J. PANDA
Manoj PANDA
Subhrakant PANDA
N. PARTHASARATHI
Kiran PASRICHA
Jayant D. PATIL

Harshit SEHGAL
Ajay SHANKAR

Krishan VARMA
Pranay VERMA

Programme Officer, Ananta Aspen Centre
Member of Parliament (Lok Sabha)
Director, Institute of Economic Growth
Managing Director, Indian Metals & Ferro
Alloys Limited (IMFA)
Former Ambassador of India to the Republic of
South Korea
Executive Director and CEO, Ananta Aspen
Centre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Whole
Time Director – Defence, Member of the
Board Larsen & Toubro Limited
Senior Director, Ananta Aspen Centre
Former Member Secretary of the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
(NMCC); Distinguished Fellow, The Energy and
the Resources Institute (TERI)
Senior Advisor-Corporate Affairs, Avantha
Group
Joint Secretary (East As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l 프로그램 :
November 30 (Thursday)
09:15~09:30

Arrival of Delegates (Tea /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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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Dome

09:30~10:00

Inaugural Session
[Welcoming Remarks by Co-Chairs]
Naushad FORBES
Co-Chairman, Forbes Marshall
AHN Choong Yong
Chair,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Opening Remarks]
Pranay VERMA
Joint Secretary (East As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10:00~11:30

[Session One] India-Korea Bilateral Security, Maritime, and
Diplomatic Relations
Ÿ Moderator:
S.K. LAMBAH
Chairman, Ananta Aspen Centre; former
Special Envoy of the Prime Minister of India
Ÿ Speakers:
Pradeep CHAUHAN
Director,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N. PARTHASARATHI
Former Ambassador of India to the Republic
of South Korea
CHUNG Jae H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11:30~11:45

Tea / Coffee Break

11:45~13:00

[Session Two] Indi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Medium
and Long-Term Plans and Bilateral
Cooperation
Ÿ Moderator:
Tarun DAS
Founding Trustee, Ananta Aspen Centre;
former Chief Mentor,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Ÿ Speakers:
Jayant D. PATIL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Whole
Time Director – Defence, Member of the
Board, Larsen & Toubro Limited
PARK Joo Heon
President,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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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Tango

13:15~14:45

Lunch Session
Guest Speaker:

Moderator:

Venue: Insomnia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HUNG Jae H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00~16:15

[Session Three] Enhancing India-Korea Energy Collaboration
Ÿ Moderator:
PARK Joo Heon
President,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Ÿ Speakers:
Ajay SHANKAR
Distinguished Fellow, The Energy and
Resources Institute (TERI); former Member
of Secretary of the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 (NMCC)
HA Bong-Soo
Executive Vice-President & Chief Global
Business Office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16:15~16:45

Tea / Coffee Break

16:45~18:00

[Session Four] Innovations in SMEs and Venture Startup
Cooperation amid 4th Industrial Revolution
Ÿ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Ÿ Speakers:
Chandrajit BANERJEE
Director General,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AHN Choong Yong
Chair, Korea Commission of Corporate
Partnership;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18:00~18:45

Reception

19:00~21:00

Dinner Session
[Dinner Address]
Preeti SARAN
Secretary Eas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Government of
India
Moderator: Naushad FORBES
Co-Chairman, Forbes Marshall;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Venue: Tango

Venue: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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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 (Friday)

Venue: Dome
09:15~10:30

[Session Five] Economic Performance, Trade, Investment
and Reform
Ÿ Moderator:
Manoj PANDA
Director, Institute of Economic Investment
Ÿ Speakers:
Rajat KATHURIA
Director & Chief Executiv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HO Choongjae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0:30~10:45

Tea / Coffee Break

10:45~12:00

[Session Six]
Ÿ Moderator:
Ÿ Speakers:

Venue: Tango

Bilateral Cultural and Education Ties
LEE Sihyung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Pramit Pal CHAUDHURI
Foreign Editor, Hindustan Times;
Distinguished Fellow, Ananta Aspen Centre
SOHN Jie-A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President & CEO, Arirang TV

12:00~13:00

Concluding Session and the Signing of the Joint Statement

13:00~14:00

Guest Speaker:

Moderator:

14:00~15:00

Suresh PRABHU
Minister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Naushad FORBES
Co-Chairman, Forbes Marshall;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Venue: Tango

Lunc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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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00

[Public Session] India-Korea Relations in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Ÿ Moderator:
Tarun DAS
Founding Trustee, Ananta Aspen Centre;
former Chief Mentor,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Ÿ Speakers:
Gaddam DHARMENDRA
Joint Secretary(Policy Planning & Research),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Naushad FORBES
Co-Chairman, Forbes Marshall
B.J. PANDA
Member of Parliament (Lok Sabha)
AHN Choong Yong
Chair,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Co-Chair, Korea-India Strategic
Dialogue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18:00~19:00

Call on Meeting with R.K. Singh
(Korean Delegation Only)
Minister of State, Power and New & Renewable Energy,
Government of India

- 29 -

III. 국내외 인사 초청 간담회
1. 책 출간 기념 정책토론회
l 일

시 : 2017년 4월 6일(목) 16:00 ~ 20:00

l 장

소 : The Plaza Ruby Hall

l 주

제 :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출간기념 정책토론

l 참 석 자 : 김달중

김명자

김종석

모종린

민선식

박형수

엄구호

윤영관

이경태

이주호

이홍구

정구현

정의용

정재호

홍규덕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용헌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 Gerald Curtis & Hugh Patrick 초청 조찬간담회
l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08:00 ~ 10:00

l 장

소 : 롯데호텔 Peninsula

l 주

제 :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정책과 한반도

l 참 석 자 : 김기환

박철희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Gerald CURTIS (Burges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Columbia University)
Hugh PATRICK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Emeritus, Columbia Business School)

3. 조윤제 신임 주미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l 일

시 : 2017년 9월 14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서울클럽 트리오2 룸

l 참 석 자 : 김성한

박철희

정재호

조윤제

엄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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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이홍구

정구현

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최 오찬간담회
l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에스타워 로쏘 비앙코

l 참 석 자 : 김달중

안병준

엄구호

정의용

정재호

이승훈

이신화

이홍구

정구현

IV. 영산외교인상
1. 영산외교인상 시상식
l 일

시 : 2017년 7월 20일(목) 18:00 ~ 21:00

l 장

소 : The Plaza 메이플홀

l 참 석 자 : 이홍구 이사장 외 57인
l 수상자 및 공적
― 민간 부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겸 총괄프로듀서
듣는 음악에 보는 음악을 더한 K-Pop활동의 기본모델을
개척하고, 한류를 아시아의 대표 문화아이콘으로 발전시켜
한국의 대중음악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는데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크게
공헌함.

l 프로그램 (사회: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18:00~18:20

리셉션

18:20~18:25

국민의례

18:25~18:30

개회사

정구현 회장

18:30~18:35

심사보고

한승주 영산외교인상위원장

18:35~18:40

시상

이홍구 이사장

18:40~19:20

수상소감 및 강연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주제: “K-Pop을 통한 문화콘텐츠 외교와 SM이 바라보는 미래론”

19:20~19:30

축사

19:30~21:00

만찬

21:00

폐회

강경화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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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모임
1. 새해인사모임
l 일

시 : 2017년 1월 16일(월) 18:00 ~ 21:00

l 장

소 : 서울클럽 한라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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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Choi 주한 호주 대사 주최 만찬
l 일

시 : 2017년 2월 7일(화) 19:00 ~ 21:00

l 장

소 : 주한 호주대사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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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참 석 자 : 김우상

이홍구

정구현

James CHOI (Ambassador, Australian Embassy)
Tammy HUBYCZ (First Secretary (Economic),
Australian Embassy)
Sam KEALEY (Second Secretary (Political),
Australian Embassy)

3. 신맹호 신임 주한 캐나다 대사 초청 오찬
l 일

시 : 2017년 4월 17일(월) 12:00 ~ 14:00

l 장

소 : 서울클럽 트리오

l 참 석 자 : 안덕근

임성준

정구현

신맹호 (신임 주한 캐나다 대사)
Barry DEVOLIN (Professor, Sejong University; former
Member of Parliament)

4. 석정 주한 대만 대표 주최 오찬
l 일

시 : 2017년 5월 24일(수) 12:00 ~ 14:00

l 장

소 : 롯데호텔 Athene Garden

l 참 석 자 : 김우상

김정수

한석희

함재봉

石

定 (석

박태호

송경진

이홍구

정구현

정), 주한대만대표

易志成 (이지성), 주한대만대표부 공사
夏廣輝 (하광휘), 주한대만대표부 고문
劉國勇 (유국용), 주한대만대표부 참사관
林春壽 (임춘수), 주한대만대표부 참사관
郭承凱 (곽승개), 주한대만대표부 부참사관
周劭彥 (주서언), 주한대만대표부 서기관

5. 신입회원 환영 오찬(1)
l 일

시 : 2017년 7월 7일(금) 12:00 ~ 14:00

l 장

소 : 롯데호텔 Peninsula

l 참 석 자 : 민선식

성태윤

이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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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훈

정구현

조현준

6. 신입회원 환영오찬(2)
l 일

시 : 2017년 12월 27일(수)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자 : 민선식

윤희숙

이숙종

이연호

이홍구

정구현

정용헌

VI.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1. 정기총회
l 일

시 : 2017년 2월 24일(금) 12:00 ~ 14:00

l 장

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l 참

석 : 김달중

김명자

김성한

박

진

박태호

손지애

이경훈

이승훈

이홍구

임성준

정구현

정재호

한승주
임 : 구자열

현홍주
권구훈

길정우

김남구

김병연

김용준

김 윤
김태효

김은미
김항덕

김은미S
김효준

김종석
류 진

김진현
민선식

김철수
박영주

백진현
안병준
이신화
이회성
한승수

사공일
양수길
이양희
정몽준
한철수

송상현
엄구호
이인실
정의용
허용수

신수정
유장희
이인호
조윤제
현인택

이홍구

정구현

l 위

l 배

박인국
박철희
신웅식
안덕근
윤영관
이경태
이장한
이정훈
조해형
최 강
홍규덕
석 : 최유미 (간사)

2. 이 사 회
1) 정기이사회
l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12:00 ~ 13:0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 김달중

김명자

박영주

조윤제

한승주

현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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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l 양

해 : 김

윤

김은미

l 배

석 : 최유미 (간사)

류

진

2) 임시이사회
l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김명자

류

진

이승훈

이홍구

l 양

해 : 김

김은미

박영주

조윤제

한승주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윤

정구현

3. 운영위원회
1) 제 1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7년 2월 9일(목) 07:30 ~ 09:00

l 장

소 : The Plaza 무라사키

l 참

석 : 김달중

김은미

민선식

손지애

l 양

이홍구
해 : 김남구

정구현
류 진

한승주
이신화

정재호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엄구호

이승훈

손지애

엄구호

이승훈

2) 제 2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08:00 ~ 09:30

l 장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석 : 김달중

김은미

류

진

민선식

이홍구
이신화

정구현
한승주

정재호

l 양

이승훈
해 : 김남구

l 배

석 : 최유미 (간사)

3) 제 3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7년 9월 20일(수) 07:30 ~ 09:00

l 장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석 : 김남구

김달중

김은미

민선식

엄구호

이홍구
손지애

정구현

정재호

한승주

l 양

이신화
해 : 류
진

l 배

석 : 최유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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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07:30 ~ 09: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l 참

석 : 김달중

류

진

민선식

엄구호

l 양

이홍구
해 : 김남구

정구현
김은미

한승주
손지애

정재호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이승훈

이신화

4. 프로그램위원회
1) 제 16차 한국-인도 전략대화 1차 업무협의
l 일

시 : 2017년 2월 13일(월) 12:00 ~ 14:00

l 장

소 : 힐튼호텔 일폰테

l 참

석 : 안충영

정구현

Vikram DORAISWAMI (Ambassador, Embassy of India)
Upender S. RAWAT (Deputy Chief of Mission, Embassy
of India)

2) 제 24차 서울-타이베이 포럼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7년 4월 18일(화) 07:30 ~ 09:00

l 장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석 : 김우상

l 배

석 : 최유미 (간사)

김정수

정구현

최

강

손규원 (Research Fellow)

3) 제 16차 한국-인도 전략대화 2차 업무협의
l 일

시 : 2017년 5월 22일(월) 18:30 ~ 20:30

l 장

소 : 서울클럽 트리오1 룸

l 참

석 : 안충영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Vikram DORAISWAMI (Indian Ambassador to Korea)
C. RAMKUMAR (Second Secretary (Political), Indian
Embassy to Korea)
Kiran PASRICHA (Executive Director & Chief Executive
Officer, Ananta Aspen Centre)
Harshit SEHGAL (Senior Director, Ananta Aspen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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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5차 한국-캐나다 포럼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09:00 ~ 10:00

l 장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석 : 김성한

l 양

해 : 안덕근

임성준

정구현

5) 2018년도 사업 협의
l 일

시 : 2017년 7월 21일(금) 12:00 ~ 14:00

l 장

소 : 그랜드하얏트 서울 카우리

l 참

석 : 박인국

l 양

해 : 임성준

정구현

정재호

6) 제 15차 한국-캐나다 포럼 2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7년 8월 14일(월) 15:00 ~ 16:00

l 장

소 :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l 참

석 : 안덕근

임성준

정구현

7) 안보정책보고서 기획 회의
l 일

시 : 2017년 8월 26일(토) 08:00 ~ 10: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루브리카

l 참

석 : 김성한

l 양

해 : 박철희

엄구호

윤영관

이홍구

정구현

정재호

이주호

임성준

8) 제 15차 한국-캐나다 포럼 3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7년 9월 13일(수) 07:30 ~ 09: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루브리카

l 참

석 : 김성한

l 양

해 : 이신화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안덕근

임성준

정구현

9) 제 15차 한국-캐나다 포럼 4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7년 9월 27일(수) 07:30 ~ 09:00

l 장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석 : 김성한

안덕근

이신화

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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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송정만 (한국디자인진흥원 해외진출 PM)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l 배

이충면
이혜민
정차영
석 : 최유미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외교부 G20국제협력대사)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 서기관)
(간사)

10) 제 16차 한국-인도 전략대화 1차 준비위원회
l 일

시 : 2017년 11월 10일(금) 07:30 ~ 09:00

l 장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석 : 손지애

송경진

안충영

윤영관

정구현

김은영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팀장)
천주희 (한국전력공사 아주사업처 차장)
l 배

석 : 최유미 (간사)
손규원 (Research Fellow)

11) 2018년도 사업계획 협의
l 일

시 : 2017년 12월 23일(토) 08:00 ~ 10:00

l 장

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다봉

l 참

석 : 이신화

정구현

정재호

5. 섭외위원회
1) 제 1차 공익사업 기획 소위원회
l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07:30 ~ 09:00

l 장

소 : The Plaza 무라사키

l 참

석 : 김용준

l 배

석 : 손규원 (Research Fellow)

손지애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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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6. 연구위원회
1) 정책토론 발간 준비 모임
l 일

시 : 2017년 9월 19일(화) 08:30 ~ 10:00

l 장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석 : 윤영관

이홍구

정구현

최

강

2) Agenda Workshop IV 준비 모임
l 일

시 : 2017년 10월 13일(금) 12:00 ~ 14:00

l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루브리카

l 참

석 : 박인국

이신화

정구현

l 양

해 : 김용준

안덕근

한석희

l 배

석 : 손규원 (Research Fellow)

이홍구

7. 회원위원회
1) 제 1차 회원위원회
l 일
l 장

시 : 2017년 6월 8일(목) 08:00 ~ 09:30
소 : The Plaza Seven Square

l 참
l 양

석 : 김은미S
해 : 권준모

김효준

민선식

정구현

함재봉

2) 제 2차 회원위원회
l
l
l
l

일
장
참
양

시
소
석
해

:
:
:
:

2017년 9월 14일(목) 07:30 ~ 09:00
웨스틴조선호텔 루브리카
김은미S
김효준
민선식
정구현
권준모

함재봉

3) 제 3차 회원위원회
l
l
l
l

일
장
참
양

시
소
석
해

:
:
:
:

2017년 12월 6일(수) 07:30 ~ 09:00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김은미S
김효준
민선식
정구현
권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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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봉

8. 재무위원회
1) 제 1차 재무위원회
l 일

시 : 2017년 5월 18일(목) 08:00 ~ 09:10

l 장
l 참

소 : The Plaza 무라사키
석 : 권구훈
김남구
박태호

이인실

정구현

9. 영산외교인상위원회
1) 영산외교인상 1차 업무협의
l 일
l 장
l 참

시 : 2017년 2월 6일(월) 12:00 ~ 14:00
소 :동경
석 : 이홍구
한승주
현홍주

2) 제 1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일
l 장

시 : 2017년 2월 8일(수) 12:00 ~ 14:00
소 : 힐튼호텔 일폰테

l 참

석 : 김달중
정의용

김성한
한승주

김우상
현홍주

김은미

이홍구

정구현

3) 영산외교인상 2차 업무협의
l 일

시 : 2017년 3월 9일(목) 08:30 ~ 10:00

l 장
l 참

소 : The Plaza Seven Square
석 : 김우상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4) 제 2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l
l
l

일
장
참
양

시
소
석
해

:
:
:
:

2017년 6월 7일(수) 11:30 ~ 12:30
서울국제포럼 사무국 회의실
김우상
김은미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김달중
김성한
임성준

5) 제 3차 영산외교인상위원회
l 일
l 장
l 참

시 : 2017년 6월 21일(수) 08:00 ~ 10:00
소 : The Plaza Seven Square
석 : 김달중
김성한
김우상
김은미
이홍구
정구현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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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10. 회관추진위원회
1) 회관추진 관련 간담회
l 일

시 : 2017년 8월 14일(월) 12:30 ~ 14:00

l 장
l 참

소 : The Plaza 토스카나
석 : 김달중
이승훈
이홍구

VII. 출

임성준

정구현

판

1. 2016년도 한글연차보고서 (86pp.)
2. Seoul Forum Annual Review 2016-2017 (88pp.)
3. 정구현, 이신화 외,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클라우드나인,
370pp., 2017
4. 양자포럼 결과보고서
1) The 7th Seoul-Tokyo Forum 결과보고서 (21pp.)
2) The 14th Korea-Canada Forum 결과보고서 (53pp.)
3) The 15th Korea-India Dialogue 결과보고서 (58pp.)
4) The 24th Seoul-Taipei Forum 결과보고서 (47pp.)

5. 정책토론
1) 2017 정책토론 Ⅰ: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한 외교정책 방향 (29pp.)
2) 2017 정책토론 Ⅱ: 강대국 리스크 대처 방안: 중국과 미국 (28pp.)

VIII. 웹사이트 및 뉴스레터
― Seoul Forum 브리프 VOL.4 NO.1 (2017년 06월 15일 발행)
― Seoul Forum Focus

VOL.5 NO.1 (2017년 10월 2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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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Perspective VOL.1 NO.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최

강, 2017년 10월 13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1 NO.2 "언론기사 읽는 법: 키신저,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한국" (한승주, 2017년 11월 1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1 NO.3 "NAFTA 재협상의 파급효과" (안덕근,
2017년 11월 7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1 NO.4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표대회 독법"
(정재호, 2017년 11월 28일 발행)
― Seoul Perspective VOL.1 NO.5 "인도가 G3로 떠오르고 있다" (안충영,
2017년 12월 19일 발행)

IX. 지원사업
1. CSCAP-Korea 2017년 활동 보고
1) CSCAP 국제회의 참석
기간

회의명

장소

2/18~19

제3차 해양환경보호 연구반

일본

3/2~3

CSCAP Retreat on Track1 Relations

싱가포르

3/6~7

비확산 및 군축 연구반

뉴질랜드

5/18~19

제2차 PKO 연구반

말레이시아

박흥순 (선문대)
송영훈 (강원대)

6/24~25

제47차 운영위원회

말레이시아

김성한 (고려대)
박재적 (한국외대)

10/26~27

비확산 및 군축 연구반

베트남

11/18~21

제3차 PKO 연구반

캄보디아

12/13

제48차 운영위원회

12/14~15

태국
치앙마이
태국

제11차 총회

치앙마이

참석자
윤석준
(해양전략연구소)

홍규덕
(숙명여대)

김진아
(국방연구원)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박흥순 (선문대)
변진석 (숙명여대)
홍규덕 (숙명여대)
박재적 (한국외대)
홍규덕 (숙명여대)
박재적 (한국외대)
이서항
(한국해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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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CAP-Korea 자체회의
◇ 총회
― 일시: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5시
―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 운영위원회
― 일시: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6시
― 장소: 장충동 서울클럽 ‘트리오’
◇ 회장 인수인계 회의
―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오후 7시
― 장소: 장충동 ‘평양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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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부록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 27 (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6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 서울국제포럼

과

(단위 : 원)

제 27 (당)기

목

금

Ⅰ. 유동자산

제 26 (전)기
액

금

액

4,023,119,532

3,846,803,986

4,023,119,532

3,846,803,986

214,072,545

220,147,656

(1) 투자자산

198,019,801

198,019,801

(2) 유형자산

16,052,744

22,127,855

4,237,192,077

4,066,951,642

4,254,430

4,996,340

14,895,831

11,501,833

19,150,261

16,498,173

Ⅰ. 기본재산

1,500,000,000

1,500,000,000

Ⅲ. 보통재산

2,718,041,816

2,550,453,469

자본 총계

4,218,041,816

4,050,453,469

부채와 자본 총계

4,237,192,077

4,066,951,642

(1) 당좌자산
Ⅱ.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채 총계

손익계산서
제 27 (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6 (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서울국제포럼

과

(단위 : 원)

목

제 27 (당)기
금

제 26 (전)기
액

금

액

Ⅰ. 사업수익

520,095,772

597,677,945

Ⅱ. 사업비

282,450,690

330,269,831

Ⅲ. 운영비

265,682,215

275,922,972

28,037,133

8,514,858

Ⅴ. 사업 외 수익

352,552,984

213,754,260

Ⅵ. 사업 외 비용

156,927,504

77,084,938

Ⅶ. 당기 순이익

167,588,347

128,15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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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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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2018년 2월 27일(화) 11:30~13:30

장

소: 서울클럽 ‘지리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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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정구현 회장

기

록: 최유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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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첨: 참석회원 및 위임회원 명단
참석 (15인)
김달중
이승훈

김성한
이신화

김은미
이홍구

김진현
임성준

박태호
정구현

박형수
정종욱

이경훈
홍규덕

이숙종

김우상
박영주
안덕근
이재승
함재봉

김 윤
박 진
엄구호
이회성
홍정욱

김은미S
박철희
유장희
정용헌

위임 (39인)
구자열
김재호
백진현
윤영관
정재호

권구훈
김철수
사공일
이경태
조동성

김남구
김태효
성태윤
이양희
조현준

김명자
김항덕
송경진
이인실
한석희

김용준
민선식
송상현
이장한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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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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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박 철 희
채
욱
최
강
(2) 회원위원회(Membership Committee)
위 원 장 : 민 선 식
위
원 : 권 준 모
김 은 미S
김 효 준
함 재 봉
(3)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위 원 장 : 김 남 구
위
원 : 권 구 훈
박 태 호
이 인 실
(4) 섭외위원회(Public Relations Committee)
위 원 장 : 손 지 애
위
원 : 이 경 태
이 재 승
허 용 수
(5) 총무 위원회(General Affairs Committee)
위 원 장 : 엄 구 호
(6) 연구위원회(Research Committee)
위 원 장 : 이 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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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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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 구 원: 손 규 원

6. 2017년도 회원명단
강

경

화

외교부 장관, 전 유엔 정책특별보좌관, 전 유엔 인도지원담당
차장보

구

자

열

LS그룹 회장, 전 LS전선 부문 회장

권

구

훈

Goldman Sach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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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포럼 명예회장,
전 세계정치학회(IPSA) 회장

김

동

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 아주대학교 총장

김

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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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병

국

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

병

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

성

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전 외교통상부 차관

김

영

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영

욱

서울대 음대 초빙교수, 전 서울대 음대 학장

김

용

준

차기 한국경영학회장(2019~),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전 삼성 오픈타이드 차이나 초대사장

김

우

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전 주호주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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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

은

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

은

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

재

호

동아일보 사장 겸 발행인, 채널에이 사장

김

정

수

전 무역협회 경제통상 자문역, 전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및
논설위원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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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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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호

연

김구재단 이사장, 전 ㈜빙그레 회장

김

효

준

BMW그룹코리아 대표이사 회장

노

경

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소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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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외교안보 특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민

선

식

YBM 부회장

박

삼

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영

주

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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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고문, 전 무역협회장,
전 G20준비위원회위원장, 전 재경부장관

서

경

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성

태

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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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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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경

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특별보좌관

송

상

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신

동

빈

롯데그룹 회장, Asia Society Korea Center 공동대표

신

수

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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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전 OECD 대사,
전 대통력직속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엄

구

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유

세

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유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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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영

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전 외교부 장관

윤

희

숙

KDI 재정·복지 정책 연구부 겸임연구위원 &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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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

훈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우 회장

이

숙

종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승

훈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회장

이

신

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양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전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연

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쟝 모네 EU센터 소장

이

인

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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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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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제안보대사

이

정

훈

동원학원 이사장,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

주

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 위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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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교수

장
전

재

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

구

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정

몽

준

아산재단 이사장, 전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대표

정

영

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정

용

헌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정책연구본부장

정

의

용

국가안보실장,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국회의원

정

재

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중관계센터 소장

정

종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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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동

성

인천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

석

래

효성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조

윤

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주영대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조

현

준

㈜효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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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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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외무부장관, 서울국제포럼 명예회장

한

철

수

한미우호협회 회장, 전 서경대 총장

함

재

봉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허

용

수

GS EPS 대표이사, ㈜승산 부회장

현

인

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현

재

현

전 동양그룹 회장

홍

규

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홍

기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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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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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

(3)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조율 및 감독하고, 각 위원회가 수행한
업무 집행을 인준한다.
(4) 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각 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6) 운영위원회는 회원 및 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5절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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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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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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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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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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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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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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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2018년 3월 30일 이사회의 인준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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