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8-9:20

축  사
이인영 | 통일부 장관 

9:15-9:18

개회사
백준기 |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9:20-10:20 (60분)

1. 한반도 정세전망: 현안과 과제
     Doug Bandow | CATO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0:30-11:30 (60분)

2.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북미관계의 딜레마
     Gregg Brazinsky | 조지워싱턴대 교수

13:00-14:00(60분)

3. 한반도 평화구축과 중국의 역할
     Wang Junsheng |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14:30-15:30(60분)

4. 한반도 통일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지영 |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15:30-16:30(60분)

5. 북핵문제의 이해
     Toby Dalton |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17:00-18:00(60분)

6. 한반도 핵이슈 및 평화프로세스:  
     유럽의 시각
     이상수 | 스웨덴 ISDP 한국센터장

DAY 1   2021.6.14.(월)  특강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DAY 2   2021.6.15.(화)  연구발표 세미나

일정 프로그램

세션 1 

9:30-11:30
(120분)

사회 민태은ㅣ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북한과 비동맹 운동  Anna POLENOVA ㅣ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미국 의회: 대북 관여정책  Matthew John ABBOTT ㅣ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팀장

한국분단의 역사적 원인  David Paul FIELDS ㅣ 위스콘신대/동아시아센터 부소장

토론

Steven Charles DENNEY ㅣ 토론토대 MSGA 연구소 박사후연구원

Gloria KOO ㅣ 사우스캘리포니아대 한국학센터 연구위원(부소장)

Esther Soojeong IM ㅣ 미 자선군단 북한위원회 프로그램 담당자

Konstantin V. IVANOV ㅣ 러시아 이르쿠츠크대 한국학센터 팀장/부교수

세션 2 

13:00-15:00
(120분)

사회 정진헌 ㅣ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연구  Tianjiao JIANG ㅣ 복단대 부교수

아태지역 경제적 통합  You-Jun CHEN ㅣ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지역경제학 교수

싱가포르 비동맹정책과 대북정책: 과거와 현재  
Shawn HO ㅣ 싱가포르 남양공과대 라자나트남 국제학연구소 부연구위원

새로운 남방정책: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Chiew-Ping HOO ㅣ 말레이시아국립대 부교수

북미 화해: 핵 홀로코스트 방지  Waseem ISHAQUE ㅣ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 조교수

토론

Rahul MISHRA ㅣ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야대 부교수

Seksan ANANTASIRIKIAT ㅣ 태국 외교부 국제교육센터 연구원

Naoko KUMAGAI ㅣ 아오야마카쿠인 대학 교수

Ewald KÖNIG ㅣ 독일 벌리너 신문 국제미디어부 팀장

Liudmila ZAKHAROVA ㅣ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팀장

세션 3 

15:30-17:30
(120분)

사회 한동호 ㅣ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발표

비공식 외교의 역할: 유럽-북한과의 1.5트랙 대화  
Eric Julian BALLBACHㅣ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KF-SWP 초빙연구위원

한-폴란드 70년 역사의 유산   
Levi NICOLAS ㅣ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지중해/오리엔탈연구소 부교수

인도태평양에서의 EU의 지경학: 북한과의 협력 전망  
Zsuzsa Anna FERENCZYㅣ 벨기에 블리쉘리브레대 정치학과 연구원

아일랜드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비교  
David Hyland MITCHELL ㅣ 아일랜드 트리니티컬리지(더블린) 부교수

토론

Edward Herbert Kim HOWELL ㅣ 옥스포드대 정치학 렉처러

Francesca FRASSINETI ㅣ ISPI 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Karosanidze TINATIN ㅣ 조지아 트빌리시 자유대 국제관계학 학과장/교수

Pedro Lage Reis CORREIA ㅣ 포르투갈 리스본대 한국역사 및 문화학과 부교수

Gabriel Dae-In LUX ㅣ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DAY 3   2021.6.16.(수)  국제 학술회의

일정 프로그램

9:20-9:30
개회사 이근 ㅣ KF 이사장  

환영사 백준기 ㅣ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세션 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모색 

9:30-11:30
(미주·중남미· 

 유라시아)

사회 신성호 ㅣ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일 협력: 도전과 기회  
Jonathan Berkshire MILLER ㅣ 맥도날드로리어연구소 선임연구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  
Richard Tommy SALAZAR MEDINA ㅣ 에콰도르 안디시나몬볼리바르대학 강사

미국의 대북정책: 지속성 및 변화  김진아 ㅣ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토론

Jason Anthony BARTLETT ㅣ 미 안보센터(CNAS) 연구원

Natalia Renee SLAVNEY ㅣ 헨리스팀슨센터 38 북한프로그램 연구원

박재적 ㅣ 한국외대 조교수

세션 2: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

13:00-15:00
(아시아·중동·
 오세아니아)

사회 이혜정 ㅣ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발표

북핵 문제에서의 안전보장 효과성 평가  
Yi DING ㅣ 상해 정법대 동북아센터 연구위원

아랍 언론에서의 북한 비핵화: 과거와 현재   
Alaa Fathay Ibrahim MOHAMED ㅣ이집트 아인샴스대 부교수

북한의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성
최원기 ㅣ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토론

Inero Valbuena ANCHO ㅣ 필리핀 노멀대 부교수

Rafael David SHUSTER ㅣ 이스라엘 히브리대 트루만 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성철 ㅣ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세션 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 협력

15:30-17:30
(유럽·아프리카)

사회 마상윤 ㅣ 가톨릭대학교 교수

발표

한반도 비핵화: 남아프리카로부터의 교훈  
Yarik TURIANSKYI ㅣ 남아프리카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팀장)

북한과 구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유엔 제재  
Mihajlo VUCIC ㅣ 세르비아 국제정치경제협회 선임연구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협력  
황지환 ㅣ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

Ildze SKESTERE ㅣ 라트비아대 한국어 및 한국문화 대학강사

Cristina VARRIALE ㅣ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

권소영 ㅣ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