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100년의 시작,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6명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법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이한 2020년의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100년을 구획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 이 책에서 6명의 전

문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섯 가지 해법을 제

시한다. 학자, 외교관, 경제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선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

각을 다각화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DNA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

는 해법 역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들이 현재의 한반

도 상황을 이해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완상

에모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를 취득하

였으며, 제18대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 제1대 교육인

적자원부 장관, 제24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였

다. 《한반도는 아프다》, 《우아한 패배》, 《인간과 사회》,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캘리포니아대

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

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

학과의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북미 대립》, 《현

대 북한학 강의》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김주현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아이오와주

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경

영전략본부 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국가인권위

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

구원 원장,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는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전현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북한

연구학회 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원장이다. 《북

한이해의 길잡이》, 《한국 통일문제의 현주소》, 《북한체

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등 통일・북한 관련 저

서를 다수 집필하였다.

고수석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일

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통일은 한국

의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통일·북한 분야를 접

하게 됐고 20여 년 동안 평양・개성·금강산 등에서 현

장 연구와 다양한 북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

를 들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을 움직인 30

인》, 《김정일과 IT혁명》 등의 저서를 출간했고 〈중앙일

보〉, 〈중앙SUNDAY〉에 ‘고수석의 대동강 생생 토크’, 

‘평양 탐구생활’ 등 기획연재물을 게재했다.

김재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제14회 외

무고시에 합격하였다. 외무부 장관 비서관, 대통령비서

실 행정관,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국장,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주독일 대한민

국 대사직을 수행했고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사직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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