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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was founded in 2001. In remembrance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the Forum has continued to promote sustainable peace and common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On April 27, 2018, the two Korean leaders met for the first time in eleven years. Seven weeks later on June 12,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n leaders was held. In the midst of such historic initiatives, the Korean Peninsula has opened 
a new chapter of the peace era.

At the 2018 Jeju Forum, held under the theme of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more than 5,000 attendees from 71 countries came 
together to discuss the five main pillars of the Forum's vision: peace, prosperity, sustainability, diversity, and a global Jeju. Over 470 
distinguished speakers from academia, civil society, media, and business/private sectors came to enrich the Forum. This report is a brief 
record of the 71 sessions and other associated events during the three-day Forum from 26-28 June 2018.

The Forum's status has been especially elevated by an unprecedented number of participants from government, including seven incumbent 
and former heads of state and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ey highlights from this year's Forum are detailed below.

1. Discussion of the Post-Summit Agend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13th Jeju Forum is the outcome of collaborative efforts. The Forum greatly benefitted from the sponsorships and contributions mad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over 40 public and private partners. The Jeju Forum further 
hopes to continue its efforts to generate new ideas for peace and prosperity as well as to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Asian communities.

Following the two summits, the Jeju Forum called for key figures to evaluate the summits and to discuss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s part of the post-summit agenda. Of the 71 sessions, 17 sessions dealt with the post-summit agenda and/or issue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o the high hop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rum began with a keynote speech by Lee Nak-yon,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is speech, Prime Minister Lee reaf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seek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y seizing the initiative on the peace process, as well as following 
practical steps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the Forum invited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Paul Krugman to speak on the danger 
of a global trade war and its effects, providing insightful analysis on trade and world order.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landmark 1998 Korea-Japan declaration signed betwee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Dae-jung and Prime Minister of Japan Keizo Obuchi, the Jeju Forum organized a special session on how to develop future-oriented 
bilateral relations.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the session brought 18 incumbent parliamentarians 
from each country to attend.

The Forum was timely held to discuss how to reengineer peace for Asia and succeeded in gathering key figures to the discussions, 
including Ban Ki-moon,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rian Mulroney, 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Yasuo 
Fukud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Jose Ramos-Horta, former President of Timor-Leste and 1998 Nobel Peace Prize Laureate, 
Audrey Azoulay, Director-General of UNESCO, Nikhil Seth, Executive-Director of UNITAR, Kang Kyung-wh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ny more.

The Forum also organized a number of open sessions for general participants on such important social issues as inequality, refugees, 
and blockchain and cryptocurrencies.

In recognition of the ongoing interest and participation by Jeju residents, a special session to discuss the past and future of Jeju Island 
was held and Nobel-Prize winning French writer J. M. G. Le Clézio spoke about his love for Jeju through a video message.

At the end of the Forum, the JDC Peace Concert was held to celebrate the conclusion of the 13th Jeju Forum.

In empowering its global competitiveness, the Forum achieved a notable milestone by nominating twelve highly-respected and 
eminent thinkers from across academia and public service to join a Global Advisory Committee (GAC). The GAC will offer recommendations 
and guidance in helping the Jeju Forum raise its global profile and as a leading international dialogue.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해 2001년 6월 출범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이 올해로 13회를 

맞았습니다. 제주포럼은 17년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8년 4월 남북한 정상은 11년 만에 다시 

만났고, 남북한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추진 합의는 6월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런 정세 변화속에서 

제13회 제주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재정지원으로 열리는 유일한 공공포럼으로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서 열려 71개국 5,556명의 참가자가 5개 분야 총 71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개회식에 

국내외 현직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평화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올해 제주포럼의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에 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7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원희룡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제안하며, 평화를 향한 

담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지도자세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브라이언 멀로니(Brian Mulroney) 전 캐나다 총리, 후쿠다 야스오(Yasuo Fukuda) 

전 일본 총리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사회로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에 대한 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진행으로 필립 젤리코(Philip Zelikow) 버지니아대 석좌교수와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6월 28일 특별세션에서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호세 라모스 오르타(Jose 

Ramos-Horta) 전 티모르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 화해 및 평화 증진’에 대한 대담을 가졌습니다.

둘째, 외교적으로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자유무역과 

국제화 효과를 분석한 공로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뉴욕시립대 교수가 ‘글로벌무역전쟁의 

위험성’이란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1998년 ‘한일공동파트너십 선언’의 20주년 기념행사로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단과 

양국 국회의원 18명 등이 참석한 한일관계 증진과 문화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많은 국내외 현직 고위 인사가 참석했으며, 특히 얼지사이한 엥흐툽신(Ulziisaikhan Enkhtuvshin) 몽골 부총리, 올가 

예피파노바(Olga Yepifanova) 러시아 하원 부의장,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니킬 세스(Nikhil 

Seth) 국제연합훈련연구기구(UNITAR) 사무총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다수의 현직 고위 인사가 참석해 포럼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대중 친화 세션과 행사가 확대됐습니다. 시대의 과제로 떠오른 ‘불평등’ 문제를 다룬 세션도 있었고,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정우성을 초청해 ‘난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세션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르 클레지오(J.M.G Le Clezio), 제주 올레길의 창시자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 배우 문소리 등 제주도를 사랑하는 유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제주의 역사, 문화, 삶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6월 29일 모든 세션이 끝나고 열린 ‘JDC 평화콘서트’에는 1,1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섯째, 제주포럼 국제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주포럼 사무국은 국내외 전직 외교장관 4명 및 석학 8명이 참여한 

‘국제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의제의 시의성을 높이고, 포럼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주포럼 참석차 현직 최초로 제주도를 방문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제주포럼을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혜 

공유의 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주포럼은 앞으로도 ‘글로벌 평화플랫폼’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Dialogues on Pressing Global Issues

3. Increased Participation of High-Profile Leaders

4. Public-Friendly Open Sessions
 

5. Launch of the Jeju Forum Global Advisory Committee

-

-

-

-

-

-

-

-

-

Overview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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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Registration

11:00-12:30 Society of Ieodo Research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through the Ocean 201A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ortheast Asia Situation,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Viewpoint of the Press 201B

Jeju International Council Global Tourism and the Future of Jeju 202

Jeju Research Institute Jeju’s Alternative Option and Strategy for Actualizing Peace and Human Rights City 203

Jeju Province / Jeju Tourism
Organization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Island Tourism 401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The Future of Smart City 402

12:30-13:30 Break

13:30-15:00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eace Cities Network: Building Cooperative Network among Peace Cities to Expand World Peace Samda

UNITAR CIFAL Jeju / JITC Implementation of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SDGs target 10.7) in Asia Pacific Region 201A

International Cyber Law
Studies in Korea/MOFA Changing Aspects of Cyber Threats and Relevant Response 201B

Cheju Halla University Asia’s Harmonious Economic Cooperation for Common Prosperity 202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trategy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203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The New Role of the Public Sector for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402

World Women Inventors &
Entrepreneurs Association [Networking Session]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Women’s Competencies for Peace in Asia Ocean 

View

13:30-15:3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Vision and Strategy of Public Diplomac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401

15:00-15:20 Break

15:20-16:50 East Asia Foundation The Summits and Beyond: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Halla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acific Rim Park Members Conference Samda

Jeju Province / Soongsil
University Smart Growth Control Strategies in the Korean Peninsula 201A

MOFA / Korea Science
Diplomacy Club 

Science Diplomacy and East-Asia Peace -Active Volcanoes on the Korean Peninsula 
Joint Research Example 

201B

Jeju Peace Institute Strengthening Korea-ASEAN Partnership through Korea’s New Southern Policy 202

KOICA/KAIDEC Asian Network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03

16:50-17:10 Break

17:10-18:10 JoongAng Ilbo Global Refugee Crises: What We Need to Know Tamna A

17:10-18:40 East Asia Foundation The Summits and Beyond: The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amda

JPI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the Neighbor Countries: 
focusing on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201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the Future-oriented Korea-Japan Relationship 201B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The Strategy of the Differentiation and Competitiveness for the Future of Agriculture in the Nation 202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Seismic Shif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Relations 203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Role and the Vision of Island Univers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a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40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tworking Session] Peace Cities Solidarity: Pacific Rim Parks Members Dialogue IPC Jeju

18:40-19:00 Break

19:00-20:30 Welcome Dinner Hosted by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Tamna B

Programs

09:00-

11:00-12:30

12:30-13:30

13:30-15:00

13:30-15:30

15:00-15:20

15:20-16:50

16:50-17:10

17:10-18:10

17:10-18:40

18:40-19:00

19:00-20:30

이어도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협의회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외교부

제주한라대학교

통일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외교부

동아시아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숭실대학교

외교부/한국과학기술외교클럽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국제개발협력학회

중앙일보

동아시아재단

제주평화연구원/국제정치학회

동북아역사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고등교육재단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해양을 통한 아시아 평화의 재정립

북핵과 한반도 통일 등 동북아 정세 - 언론인의 시각

글로벌 관광과 제주의 미래 

평화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의 실천 전략

지속가능한 섬관광을 위한 정책이슈와 전략

스마트시티의 미래

휴식

평화도시연대 : 세계평화 확산을 위한 평화도시간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이주(SDGs 개별목표 10.7)의 이행

사이버 안보 위협의 새로운 변화와 관련 대응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조화로운 경제 협력의 추구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추진 전략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공공의 새로운 역할

[네트워킹세션] 아시아의 평화재정립을 위한 여성역량개발의 중요성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공외교의 비전 및 전략

휴식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와 연속성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컨퍼런스

한반도 미래도시 협력방안

과학기술외교와 동북아 평화 - 한반도 활화산 공동연구사례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강화

아시아 협력네트워크와 개발협력

휴식

길 위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와 주변국 국제정치의 영향: 미일중러를 중심으로

역사화해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대전환의 한반도와 미중관계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섬 대학의 비전과 역할

[네트워킹세션]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대화

이동 및 휴식

 조직위원장 주최 환영만찬

201A

201B

202

203

401

402

삼다

201A

201B

202

203

402

오션뷰

401

한라

삼다

201A

201B

202

203

탐라 A

삼다

201A

201B

202

203

402

제주국제평화센터

탐라 B

프로그램



08:00- Registration

09:00-10:00 Jeju Peace Institute [Plenary I] Special Lecture by Paul Krugman Tamna A

10:00-10:20 Break

10:20-11:00 Jeju Peace Institute [Opening Ceremony] Tamna A

11:00-12:30 Jeju Peace Institute [World Leaders Session]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Tamna A

12:30-13:30 Luncheon Tamna B

13:30-15:00 JPI /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JPI /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A New Korea-Japan Partnership towards 
the Twenty-first Century] How to Promote Korea-Japan Cooperation Halla

15:00-15:20 Break

15:20-16:50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A New Korea-Japan Partnership towards 
the Twenty-first Century] How to Promote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Halla

East Asia Foundation The Summits and Beyo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amda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Industry 4.0 and New Frameworks for Entrepreneurship 201A

MOFA /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Nexus 202

JPI / Kroc Institute for Int’l Peace 
Studies at Notre Dame University Towards a Sustainable Peace: Restorative Justice and Peace Education 203

Korea Foundation  Sharing a Vis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Korean Peninsula
- the Role of International Media for Korean Peninsula’s Security 401

The Council of Mayor-
Provincial Governor of South-
North Korea Border Area 

Cooperation of Border area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2018 Inter-Korean Summit   402

16:50-17:10 Break

17:10-18:40 Jeju Peace Institute [Global Advisory Committee’s Session] Summit Diplomacy: What Comes After KJU’s Meetings 
with Xi, Moon, and Trump? - Its Global and Regional Implications Halla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Special Session] JDC, towards a Hub of International Exchanges in Asia Samda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se Studies on the Advanced Countries’ Decentralization Process for Upgrad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Devolution Level 201A

East Asia Foundation/UN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Reducing Tension and Building Confidence in the Korean Peninsula 202

JPI /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Inequality: A Challenge for Our World 203

Korea Foundation  The Role of Young Journalists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World Peace 401

The Council of Mayor-
Provincial Governor of South-
North Korea Border Area

Cooperation of Border Area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2018 Inter-Korean Summit   402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Tama University /
Tokyo Metropolitan RINRI
Corporate Organization

[Networking Session] A Philosophical Leader Makes a Successful Inter-Korean Summit  Ocean
View 

Ocean
View 

18:40-19:00 Break

19:00-20:10 Official Dinner Hosted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amna B

19:00-20:20 JDC /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Korea-Japan Youth Roundtable] Culture, Global City Conditions

20:10-20:20 Break

20:20-21:20 Jeju Peace Institute [Special Session] Creating a Peace Regime in Korea: Dialogue between US and ROK Halla

Programs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009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008

08:00-

09:00-10:00

10:00-10:20

10:20-11:00

11:00-12:30

12:30-13:30

13:30-15:00

15:00-15:20

15:20-16:50

16:50-17:10

17:10-18:40

18:40-19:00

19:00-20:10

19:10-20:20

20:10-20:20

20:20-21:20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한일·일한의원연맹

제주평화연구원/
한일·일한의원연맹

동아시아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외교부/아산정책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노트르담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동아시아재단/유엔 정치국

제주평화연구원/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일본다마대학/도쿄도윤리법인회

JDC/인간개발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등록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특별강연

휴식

개회식  

[세계지도자세션]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자유오찬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한일 양국 문화교류 증진 방안

휴식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한일 양국 문화교류 증진 방안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4차산업혁명: 기업활동을 위한 새 프레임워크

평화와 개발협력의 Nexus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 회복적 정의와 평화교육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과 국제언론의 역할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접경지역 협력 I

휴식

[국제자문위원회세션] 정상외교: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망은? -회담의 목적과 역내시사점  

[특별세션] 아시아 국제교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JDC의 발전 방향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사례 연구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불평등: 우리 시대의 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젊은 언론인의 역할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접경지역 협력 II

[네트워킹세션] 철학있는 리더가 성공하는 기업을 만든다

휴식

외교부장관 주최 공식만찬

[한일학생교류회] 문화, 글로벌 도시의 조건

휴식

[특별세션] 한미특별대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탐라 A

탐라 A

탐라 A

탐라 B

한라

한라

삼다

201A

202

203

401

402

한라

삼다

201A

202

203

401

402

오션뷰

탐라 B

오션뷰

한라

프로그램



08:00- Registration

09:00-10:30
Jeju Peace Institute / Korea
JoongAng Daily [Ambassadors Roundtable] Diplomacy in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lla

East Asia Foundation China under Xi Jinping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amda

Jeju Peace Institute What Should We Do Now to Build an Inter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 201A

IFAN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fter the inter-Korean and US-DPRK Summits: the New Beginning of a Non-nuclear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201B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Indo-Pacific Initiative’ and Maritime Security Order in East Asia 203

MOFA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 Vision for ROK-UNESCO Relations in a Changing World 401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Free Economic Zone Roundtable: Cooperation of Growth Center among Korea, 
China and Japan(Regional Economy Base) 402

KHDI/Tama University / Japan 100 
Years Management Association [Networking Session] Future Strategies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Ocean

View 

10:30-10:50 Break

10:50-11:40 Jeju Peace Institute [Plenary II] Special Lecture by Audrey Azoulay UNESCO's Unique Mandate for Peace and Development: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Education, Culture and the Sciences Tamna A

11:40-11:50 Break

11:50-12:40 Jeju Peace Institute [Plenary III] Special Lecture by Jose Ramos-Horta Overcoming Legacies of the Past,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amna A

12:40-13:00 Break

13:00-14:00 Farewell Luncheon Tamna B

14:00-15:30 Jeju Province / Jeju Peace
Institute / Jeju Olle Foundation  Path to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Happiness for Jeju Islanders Halla

East Asia Foundation Rapidly Rising Protectionism and East Asia’s Responses Samda

The Korea Economic Magazine The Future of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201B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Shedding New Light on Trilateral Cooperation: Beyond Vision 2020 203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The Geoeconomics of the Indo-Pacific Initiative 401

Jeju Province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Formation of New Peace Paradigm of Korean Peninsula and Role of Civil Society 402

14:00-16:0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China Climate Change Cooperation Seminar 201A

15:30-15:50 Break

15:50-17:20 Jeju 4.3 Research Institute Jeju April 3 Incident from Eyes of the Foreign Journalists Samda

CDNS,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ra of Negotiations and The Korean Diplomacy 201B

East Asia Foundation Power, Geopolitics, and Hegemonic Rivalry in Northeast Asia 202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Success of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203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China’s Seeking for a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The Implication of ‘One Belt-One Road’ 40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lobal Investment Outlook for the Future of the Beauty Products Industry and Exploration of 
Strategies for Entering the Global Market 402

16:10-17:40 Jeju Province / Jeju Peace
Institute/Jeju Museum of Art Networking Art and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Halla

17:20-17:40 Break

17:40-19:10 Jeju 4.3 Research Institute State Violence, Women and Jeju 4.3 Samd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Denucleariza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201A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Review on How to Nurture Global Talents at The Local Level to Lea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201B

East Asia Foundation Revised KORUS FTA and New Trade Policy in Korea and the U.S.A. 202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Peace Island for Koreas : Six Party Talks Culture Tourism Welfare at the Grass Roots Level 203

19:10-20:00 Break

20:00-21:30 JDC Peace Concert for the Jeju Forum 2018 Tamna A

08:00-

09:00-10:30

10:30-10:50

10:50-11:40

11:40-11:50

11:50-12:40

12:40-13:00

13:00-14:00

14:00-15:30

14:00-16:00

15:30-15:50

15:50-17:20

16:10-17:40

17:20-17:40

17:40-19:10

19:10-20:00

20:00-21:30

제주평화연구원/코리아중앙데일리

동아시아재단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외교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일본다마대학/백년경영개발기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화연구원/제주올레 

동아시아재단

한국경제매거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국립외교원

제주특별자치도/통일연구원

외교부

제주4.3연구소

한국외교협회 외교협상전략연구소

동아시아재단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국립외교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평화연구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4.3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동아시아재단

제주대학교 세계 환경과 섬 연구소

등록

[외교관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시진핑의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동북아시아 발 ‘지역간 협력 구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시대가 열리는가? 

‘인도-태평양 구상’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

급변하는 세계와 한-유네스코 협력비전

경제자유구역 라운드테이블: 한중일 성장거점의 협력(지역경제 기반)

[네트워킹세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미래전략

휴식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특별강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 교육, 문화, 과학을 통한 다자협력

휴식

[노벨평화상 수상자 호세 라모스 오르타 특별대담] 한반도·동북아 화해와 평화 증진

휴식

폐회오찬

[특별세션] 화해와 상생, 행복에 이르는 제주의 길을 묻다

급격하게 고조되는 보호주의와 동아시아의 대응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한중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조망 - 비전 2020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경학

한반도 신 평화패러다임 구축과 시민사회의 역할

한·중 기후변화 협력 세미나

휴식

외신이 본 4.3

협상시대의 도래와 한국 외교

권력, 지정학, 그리고 동북아 패권 경쟁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제 협력

중국이 추구하는 평화적 국제질서: 일대일로의 함의

미래신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전망과 세계시장 진출 전략 모색 

동아시아 평화예술네트워크 구축

휴식

국가폭력, 여성 그리고 제주 4.3

비핵화와 신뢰구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

한미 FTA 개정과 양국의 신(新) 통상정책

한반도를 위한 평화섬: 민간차원의 6자회담국 문화 + 평화교육과 관광복지  

자유석식 및 휴식

제13회 제주포럼 기념 JDC 평화콘서트

한라

삼다

201A

201B

203

401

402

오션뷰

탐라 A

탐라 A

탐라 B

한라

삼다

201B

203

401

402

201A

삼다

201B

202

203

401

402

한라

삼다

201A

201B

202

203

탐라 A

Programs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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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ESSIONS
주요�세션



Ulziisaikhan ENKHTUVSHIN
Deputy Prime Minister of Mongolia
얼지사이한 엥흐툽신 몽골 부총리

Olga YEPIFANOVA
Deputy Chair of the State Duma
올가 예피파노바 러시아 하원 부의장

Won Heeryong Organizing Chairman
원희룡 조직위원장

LEE Nak-Yon Prime Minister
이낙연 국무총리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015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014

OPENING CEREMONY

JUNE 27, 10:20-11:00, TAMNA HALL

개회식



BAN Ki-moon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Brian MULRONEY 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Yasuo FUKUD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017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016

[WORLD LEADERS SESSION]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세계지도자세션]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JUNE 27, 11:00-12:30, TAMNA HALL

[CHAIR] HONG Seok-hyun  Chairman, JoongAng Holdings
[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PLENARY] The Danger of Global Trade War
[전체세션]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험성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019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018

JUNE 27, 09:00-10:00, TAMNA HALL

[MODERATOR] BARK Taeho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담]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Paul KRUGMAN Professor,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2008 Nobel Laureate for Economics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PLENARY] UNESCO's Unique Mandate for Peace and Development: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전체세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 교육, 문화, 과학을 통한 다자협력

JUNE 28, 10:50-11:40, TAMNA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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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rey AZOULAY Director-General, UNESCO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WON Heeryong  Govern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MODERATOR] BAK Sangme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대담] 박상미 한국외대 교수

참석한 제주해녀들과 함께



[PLENARY] Overcoming Legacies of the Past,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전체세션] 한반도·동북아 화해와 평화 증진

JUNE 28, 11:50-12:40, TAMNA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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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PARK Jin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대담]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José RAMOS-HORTA Former President of Timor-Leste / Nobel Peace Laureate in 1996
호세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A NEW 
KOREA-JAPAN PARTNERSHIP TOWARDS THE TWENTY-FIRST CENTURY] 
How to Promote Korea-Japan Cooperation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한일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

JUNE 27, 13:30-15:00, HALLA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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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Chang Il
Chairman,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한국 국회의원

Fukushiro NUKAGA
Chairman, Japan-Korea Parliamentarians’ Union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일본 국회의원

LEE Soohoo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Japan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Yasumasa NAGAMINE
Ambassador of Japan to the Republic of Korea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KIM Hong-gul
Chairman,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MODERATOR] OH Younghoon
Member of Korean National Assembly
[사회] 오영훈 국회의원

SPECIAL THANKS TO
18 Incumbent Korean and Japanese Parliament Members, 2 Incumbent Ambassadors, Other Distinguished Guests to This Session



[SPECIAL SESSION] Creating a Peace Regime in Korea: 
Dialogue between US and R.O.K
[특별세션] 한미 특별대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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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20:20-21:20, HALLA HALL

Philip ZELIKOW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필립 젤리코 버지니아대 교수, 전 미국 국무부 자문관

MOON Chung-in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NING Fukui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



[GLOBAL ADVISORY COMMITTEE'S SESSION] Summit Diplomacy: What Comes after
KJU's Meetings with Xi, Moon, and Trump? - Its Global and Regional Implications

[국제자문위원회세션] 정상외교: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망은?–

회담의 목적과 역내 시사점

JUNE 27, 17:10-18:40, HALLA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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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CHANG Daljoo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좌장] 장달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YAN Xuetong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singhua University
옌쉐통 중국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Marty NATALEGAWA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Indonesia
마티 나탈레가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Shivshankar MENON
Chairman of Advisory Board,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India
시브산카르 메논 인도 중국연구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AMBASSADORS ROUNDTABLE] Diplomacy in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외교관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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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09:00-10:30, HALLA HALL

[MODERATOR] KIM Young-hie
Former Senior Columnist, JoongAng Ilbo
[사회]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Marc KNAPPER
Charge’d Affaires, Ad Interim US Embassy to the R.O.K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CHO Hyun
Vice Minister,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조현 외교부 제2차관

Michael REITERER
Ambassador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O.K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표부대사

Fabien PENONE
Ambassador of France to the R.O.K
파비앵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

Yasumasa NAGAMINE
Ambassador of Japan to the R.O.K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Eric WALSH
Ambassador of Canada to the R.O.K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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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15:20-16:50, SAMDA HALL

MOON Chung-in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Joseph YUN
Senior Advisor, U.S. Institute of Peace / Former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전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Jeffrey FELTMAN
Former UN Under-Secretary-General for 
Political Affairs
제프리 펠트먼 전 UN 정무담당 사무차장

NING Fukui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

[MODERATOR] KIM Sung-Hwan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사회] 김성환 한양대학교 특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SPECIAL SESSION] The Summits and Beyo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특별세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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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17:10-18:40, SAMDA HALL

[SPECIAL SESSION] JDC, towards a Hub of 
International Exchanges in Asia
[특별세션] 아시아 국제교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JDC의 발전 방향

[MODERATOR] SON Bongsoo
Director of Planning & Coordination Dept., JDC
[사회] 손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

WON Heeryong
Govern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LEE Kwang-Hee
Chairma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KOH Choong-suk
Presiden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고충석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JUNG Ku-hyun
Honora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정구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KANG Gi-Choo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

[CHAIR] MOON Chung-in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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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14:00-15:30, HALLA HALL

SUH Myung-sook
C.E.O / Chairperson, Jeju Olle Foundation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MOON Sori
Actress / Film Director
문소리 배우, 영화감독

SONG Ki-Jeo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송기정 이화여대 교수

[MODERATOR] KIM Suk-Beom
Director, KCTV Jeju Broadcasting Co.
[사회] 김석범 KCTV 제주방송 보도국장

[SPECIAL SESSION] Path to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Happiness for Jeju Islanders
[특별세션] 화해와 상생, 행복에 이르는 제주의 길을 묻다



JUNG Woo-sung UNHCR Goodwill Ambassador / Actor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배우

[MODERATOR] KIM Pil Gyu Anchor, JTBC Newroom
[사회] 김필규 JTBC 기자, 뉴스룸 주말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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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17:10-18:10, TAMNA HALL

[SPECIAL SESSION] Global Refugee Crises: 
What We Need to Know
[특별세션] 길위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RECEPTIONS
공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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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Dinner Hosted by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장 주최 환영만찬

JUNE 26, 19:00-20:30, TAMNA HALL

Official Dinner Hosted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외교부장관 주최 공식만찬

JUNE 27, 19:00-20:10, TAMNA HALL

Farewell Luncheon
폐회오찬

JUNE 28, 13:00-14:00, TAMNA HALL

Welcome Message

Congratulatory Remarks

Toast

Welcome Message

Congratulatory Remarks

Welcome Message

Congratulatory Remarks

Toast

KANG Kyung-wh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강경화 외교부장관

Audrey AZOULAY Director-General of UNESCO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Brian MULRONEY 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만찬사

축사

건배제의

WON Heeryong Organizing Chairman
원희룡 조직위원장

BAN Ki-moon Former UN Secretary-General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Yasuo FUKUD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만찬사

축사

건배제의

SUH Chung-ha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서정하 집행위원장

José RAMOS-HORTA
Former President of Timor-Leste
호세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

만찬사

축사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045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044

VIP Meeting
VIP 간담회

JUNE 27, 10:00-10:20, OCEAN VIEW

VIP Luncheon
VIP 오찬

JUNE 27, 12:30-13:30, OCEAN VIEW

LEE Nak-Yon Prime Minister
이낙연 국무총리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BAN Ki-moon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Brian MULRONEY 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Yasuo FUKUD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Olga YEPIFANOVA Deputy Chair of the State Duma
올가 예피파노바 러시아 하원 부의장

Ulziisaikhan ENKHTUVSHIN Deputy Prime Minister of Mongolia
얼지사이한 엥흐툽신 몽골 부총리

GONG Ro-Myung East Asia Foundation Chairman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SUH Chung-ha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서정하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BAN Ki-moon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Brian MULRONEY 
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Yasuo FUKUD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Olga YEPIFANOVA 
Deputy Chair of the State Duma
올가 예피파노바 러시아 하원 부의장

Ulziisaikhan ENKHTUVSHIN 
Deputy Prime Minister of Mongolia
얼지사이한 엥흐툽신 몽골 부총리

HONG Seok-hyun 
Chairman of JoongAng Holdings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GONG Ro-Myung 
East Asia Foundation Chairman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SUH Chung-ha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서정하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LEE Kwang-hee 

Chairm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KANG San-Eh 
강산에

Jerazin Choir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OH Yeon Joon 
오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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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Peace Concert for the Jeju Forum 2018
제13회 제주포럼 기념 JDC 평화콘서트

JUNE 28, 20:00-21:30, TAMNA HALL

Seogwipo Wind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PARALLEL SESSIONS
동시�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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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Lounge
전시라운지 JUNE 26-JUNE 28

Jeju Peace Tour Program
피스투어 프로그램 JUNE 28-JUNE 29

Purpose

Details

Offering cozy resting area and network available 
zone between participants, Experiencing Jeju 
culture and ‘Healing’ program, Culture area 
which can execute office work.

아늑한 쉼터 및 참가자 간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제주문화체험 및 힐링 프로그램, 오피스 업무까지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

· Business Lounge
· Digilog Charging station

· 비즈니스 라운지

· 디지로그 소통 충전소

· Experiencing Zone for Jeju Traditional Tea
· Jeju Forum History Wall

· 제주 전통 차 체험

· 제주포럼 히스토리 월

운영목적

Course A-01

치유의 평화

Peace of Healing ICC JEJU Seogwipo Healing Forest Hotel
서귀포 치유의 숲 호텔

June 28 (Thu) 13:30~17:30 

20명

Course B
ICC JEJU Jeju 4·3 Peace Park Hotel

제주 4·3 평화공원 호텔

June 28 (Thu) 13:30~17:30

15명

Course A-02

치유의 평화

Seogwipo Healing Forest Hotel
서귀포 치유의 숲 호텔

June 29 (Fri) 08:30~13:00

20명

Course C
Haenyeo Museum Hotel

해녀박물관 호텔

Hotel
호텔

Hotel
호텔

June 29 (Fri) 08:30~13:00

12명

제주의 평화

Peace of Jeju

Peace of Healing

공동체 평화

Peace with Community

세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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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11:00-12:30, 201A

Opening Remarks
Moderator
Keynote Speech
Presenter

Discussant

개회사

사회

기조연설

발표

토론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전 해양수산부 장관

UN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계명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 교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KOH Choong-Suk  Presiden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KIM Seong Jin  Forme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PARK Yong-ahn  Chairma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KIM Youngjoon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E Ji-yong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KIM Hyun-soo  Professor, Inha University
CHUNG Jae-hung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고충석

김성진

박용안 

김영준

이지용 

김현수

정재흥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사회

발표

토론

KIM Sang-Yeon  Editor of Political Desk, Seoul Shinmun
Kiyoyuki UCHIYAMA  Deputy Managing Editor, The Nikkei
Katsumi SAWADA  Managing Editor, The Mainichi Shimbun
KWON Taeho  Director of Magazine Publication Department, Hankyoreh Media
IM Min-Hyuk  Head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Team, Political Desk, Chosun Ilbo
KIM Woosik  Head of Election News Team, SBS
Yuji SASAGASE  Deputy General Manager, Tokyo Shimbun
Miho AOYAMA  Chief Producer, Fuji TV

김상연  서울신문 정치부장

우치야마 기요유키  일본경제신문 편집국 차장

사와다 가츠미  일본 마이니치신문 국제부장

권태호  한겨레신문 출판국장

임민혁  조선일보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김우식  SBS 선거방송기획팀장

사사가세 유지  일본 도쿄신문 정치부차장

아오야마 미호  후지TV 책임프로듀서

Chair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사회

발표

토론

KOH Seung-Hann  Senior Researcher, Jeju Research Institute
PARK Wonbae  Senior Research Fellow, Jeju Research Institute
LEE Anselmo SH  Executive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SHIN Kanghyeop  Chief,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YANG Gil-Hyu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HONG Ri-Ri  Former Representative of Jeju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OH Soo-Sung  Chief, Gwangju Trauma Center

고승한

박원배

이성훈

신강협  

양길현

홍리리 

오수성

Chair/Moderator
Keynote Speech

좌장/사회

기조연설

KANG Kun-Hyung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WON Heeryong  Govern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omas SCHNEIDER  Director, Erich Maria Remarque Peace Center 
Akitoshi NAKAMURA  Director, Nagasaki Atomic Bomb Museum
Enrique LAHMANN  Global Director, IUCN

강근형  제주대학교 교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토마스 슈나이더  레마르크 평화센터 센터장

아키토시 나카무라  나가사키원폭박물관 관장

엔리께 라만  세계자연보전연맹 글로벌 국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등 동북아정세 - 언론인의 시각

JUNE 26, 11:00-12:30, 201B

JUNE 26, 11:00-12:30, 203

JUNE 26, 13:30-15:00, SAMDA HALL

Northeast Asia Situation,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Viewpoint of the Press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through the Ocean
해양을 통한 아시아 평화의 재정립

Jeju's Alternative Option and Strategy For Actualizing Peace and Human Rights City
평화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의 실천 전략 

Peace Cities Network: Building Cooperative Network among Peace Cities to 
Expand World Peace
평화도시 연대: 세계평화 확산을 위한 평화도시간 협력체계 구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이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표

제주대학교 국민윤리학과 교수

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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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13:30-15:00, 201B

Chair/Presenter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발표

사회

발표

토론

PARK Nohyoung  Director, Cyber Law Centre at Korea University
IM Han Taek  Adjunc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ohn MALLERY  Professor, MIT
Fergus HANSON  Head, The International Cyber Policy Centre
CAI Cuiho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YOO Joonkoo  Professor, KNDA
CHUNG Myunghyun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박노형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소장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

존 맬러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

퍼거스 핸슨  국제사이버정책센터 센터장

차이 추이홍  중국 푸단대학 교수

유준구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명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Opening Remarks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인사말
사회
발표

토론

KIM Yeon Chul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PARK Jongchul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M Sang Ki  Director of Unification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AN Xian-dong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OO Kab-Woo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LEE Heajeo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LEE Hee Ok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HONG Min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연철
박종철
김상기
한센동
구갑우
이혜정
이희옥
홍민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사회

발표

토론

PARK Enna  Ambassador for Public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ui MATSUKAWA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Liberal Democratic Party
Jay WANG  Director,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Nancy SNOW  Pax Mundi Professor of Public Diplomacy, Kyot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adir AYHAN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Taehwan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CHOI Jungwha  President, Corea Image Communication Institute
Robert KELLY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박은하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마츠가와 루이  일본 자민당 참의원

제이 왕  미국 USC 공공외교센터 소장

낸시 스노우  일본 교토외국어대학 교수

카디르 아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 이사장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교수

Moderator
Presenter

사회

발표

JEONG Se Hyun  Chairman, Korea Peace Forum /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O.K
JIN Jingyi  Professor Emeritus, Peking University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John MERRILL  Visiting Scholar, Johns Hopkins University
LEE Jong Seok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O.K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전 통일부장관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학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존 메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연구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통일부장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추진 전략

JUNE 26, 13:30-15:00, 203

JUNE 26, 13:30-15:30, 401

JUNE 26, 15:20-16:50, HALLA HALL

Strategy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ing Aspects of Cyber Threats and the Relevant Responses
사이버 안보 위협의 새로운 변화와 관련 대응

Vision and Strategy of Public Diplomac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공외교의 비전 및 전략

The Summits and Beyond: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와 연속성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연구원 위촉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중국 정법대학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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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15:20-16:50, SAMDA HALL

Chair/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사회

발표

토론

KO Seong Joon  Emeritus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Stephan HAGGARD  Krause Distinguished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ames HUBBELL  President, Pacific Rim Parks Foundation
Kyle BERGMAN  Co-Chair, Pacific Rim Parks Foundation 
David EDICK JR.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Pacific Rim Parks Foundation 
Marianne GERDES  Executive Director, Ilan-Rael Foundation
KIM Tae-il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고성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스테판 헤게드  미국 UC샌디에이고 석좌교수

제임스 허벨  환태평양공원재단 이사장

카일 버그먼  환태평양공원재단 공동의장

데이비드 에딕 주니어  환태평양공원재단 운영위원회 이사

마리앤 게르데스  일란라엘재단 사무국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Chair
Moderator
Presenter

좌장

사회

발표

KIM Seunghwan  Dean of Graduate School POSTECH 
BAE Young Ja  Professor, Konkuk University
James HAMMOND  Professor,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LEE Youn-Soo  Professor,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PARK Chan-Mo  Chancellor,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KWON Seijoong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ANG Jin-Won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JUNG Woo-Sung  Executive Director, Asia Pacific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김승환  POSTECH 대학원장

배영자  건국대학교 교수

제임스 해몬드  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칼리지 교수   

이윤수  POSTECH 교수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

권세중  외교부 국장

강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정우성  아태이론물리센터 사무총장

Chair
Welcome Remarks
Keynote Speech
Presenter/
Discussant

좌장

환영사

기조연설

발표/토론

LEE Sun-jin  Research Professor, Sogang University
SUH Chung-ha  President, Jeju Peace Institute
YOON Soon-gu  Deputy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hongsavath BOUPHA  Former Minister of Presidential Office of Laos
Dewi Fortuna ANWAR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Carolina G. HERNANDEZ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Ravi VELLOOR  Associate Editor, Global affairs at the Straits time
Kitti PRASIRTSUK  Vice Rector for International Affairs,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이선진  서강대학교/국립외교원 교수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퐁사왓 부파  전 라오스 대통령실 장관

듀이 포르투나 앤워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정치학센터 연구교수

캐롤라이나 헤르난데스  필리핀 필리핀대학교 명예교수

라비 벨루어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 부편집장

키티 프라쑥  태국 타마삿대학교 국제관계학 부학장

Moderator

Presenter

사회

발표

KIM Seokwoo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eoul /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Patrick MCEACHERN  Fellow, Asia Program,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ZHAO Tong  Fellow, Carnegie-Tsinghua Center for Global Policy
YI Seong-Woo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패트릭 맥이천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

자오통  카네기-칭화 글로벌 정책연구소 연구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과학기술외교와 동북아 평화 - 한반도 활화산 공동 연구사례 

JUNE 26, 15:20-16:50, 201B

JUNE 26, 15:20-16:50, 202

JUNE 26, 17:10-18:40, 402

Science Diplomacy and East-Asia Peace - Active Volcanes on the 
Korean Peninsula Joint Research Example

Pacific Rim Parks Members Conference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콘퍼런스

Strengthening Korea-ASEAN partnership through Korea’s New Southern Policy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강화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the 
Neighbor Countries: focusing on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한반도 비핵화와 주변국 국제정치의 영향: 미일중러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외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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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17:10-18:40, SAMDA HALL

Moderator
Presenter

사회

발표

KIM Taehwan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CHOI Jong Ku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eace and Arms Control
SHIM Jaekwon  Chairman,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ZHANG Tuosheng  Senior Fellow,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Joseph YUN  Senior Advisor, U.S. Institute of Peace / Former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김태환

최종건

심재권

장퉈셩

조셉 윤

Chair/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사회

발표

토론

KIM Dohyung  Presiden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HUNG Jae-jeong  Emeritus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Masanobu UMENO  Exective Director and Vice President, Joetsu University of Education 
HA Jong-moon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NAM Sang-gu  Director,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우메노 마사노부  일본 죠에쓰교육대학 이사 겸 부학장

하종문  한신대학교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소장

Moderator
Discussant

사회

발표

PARK In-kook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Gary SAMORE  Executive Director for Research,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Richard BUSH  Director,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Brookings Institution
CHENG Xiaohe  Senior Researcher, Pangoal Institute / Professor, Renmin University of China   
LI Nan  Research Fellow,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HN Ho-young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LEE Geunwook  Professor, Sogang University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전 유엔대사

게리 세이모어  미국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 연구소장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

청샤오허  판구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 인민대학 교수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안호영  전 주미대사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Chai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발표

토론

CHUNG Ku-chong  Chairman, The Korea-Japan Culture Exchange Council / Professor Emeritus of DongSeo University
SHIN Kak Soo  Former Korean Ambassador to Japan / Senior Advisor, Shin & Kim law firm
Ogura KIZO  Professor, Kyoto University
NOH Jaehyun  Executive Director of News Circulation Business, Korea Press Foundation
YANG Keeho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Tatsushi NISHIOKA  Director of Public Information and Culture Center, Embassy of Japan
Akiko HORIYAMA  Seoul Bureau Chief, The Mainichi Newspapers

정구종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기조 오구라  일본 교토대학 교수

노재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원장,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기호  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니시오카 다쓰시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역사화해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JUNE 26, 17:10-18:40, 201B

JUNE 26, 17:10-18:40, 203

JUNE 27, 15:20-16:50, HALLA HALL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the Future-oriented Korea-Japan Relationship

The Summits and Beyond: The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Seismic Shif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Relations
대전환의 한반도와 미중관계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A New Korea-Japan Partnership towards
  the Twenty-first Century] How to Promote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한일 양국 문화교류 증진 방안 

한일·일한의원연맹

국립외교원 부교수

대통령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위원회 주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전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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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발표/토론

David HOOKER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Notre Dame 
YI Seong-Woo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KIM Ji Eun  Assistant Professor,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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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ng-heon  Secretary-General, TCS
CHOI Bong-kyu  Deputy Director-General,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Fumio SHIMIZU  Deputy Director-General, Asian and Oceani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AO Ning  Deputy Director-General, Asian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
PARK Young-June  Professor, National Security Colleg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Go ITO  Professor, International Relations, Meiji University 
FAN Shiming  Deputy D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eking University 

이종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

시미즈 후미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마오닝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심의관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이토 고  일본 메이지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판쉬밍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대학원 부원장 

Chai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발표

토론

HAN Taekyu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KIM Kyuryo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JUN Bonggeun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JEON Kyongmann  Vice President,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LEE Donghwi  Vice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Emeritus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ANG Keuntaik  Research Fellow, Center for Diplomacy, Negotiation & Strategy of KCFR /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kraine
BYUN Daeho  Editor-in-Chief, Journal of "Foreign Relations", KCFR /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roatia  
KIM Hongkook  Vice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Negotiation Study / Adjunct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한태규
김규륜
전봉근
전경만 
이동휘
강근택 
변대호 
김홍국

한중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조망 - 비전 2020을 넘어서

JUNE 28, 14:00-15:30, 203 JUNE 28, 15:50-17:20, 201B

Shedding New Light on Trilateral Cooperation: Beyond Vision 2020 Era of Negotiations and The Korean Diplomacy
협상시대의 도래와 한국외교

외교협상전략연구소

한국외교협회 회장, 전 제주평화연구원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통일협회 부회장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외교협회 학술연구위원, 전 우크라이나 대사
한국외교협회 <외교>지 편집위원장, 전 크로아티아 대사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경기대학교 교수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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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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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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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HEO Young Sun  Director, Jeju 4.3 Research Institute
KIM In-Hee  Former Announcer of MBC 
Saskia E. WIERINGA  Professor, Amsterdam University
Kozue AKIBAYASHI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KIM Eun-Shil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GWON Gwi-Sook  Research Associate,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김인희  전 MBC아나운서 

사스아카 위어링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교수 

아키바야시 코즈에  일본 도시샤대학 교수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권귀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원

  

JUNE 28, 17:40-19:10, SAMDA HALL

State Violence, Women and Jeju 4·3 Incident
국가폭력, 여성 그리고 제주 4·3

JUNE 26, 13:30-15:00, 202

JUN Yongwook  Dean of Global Learning Institut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IM Bokyung  Director of Global Academy-Industry Cooperation Center, Cheju Halla University
SHENG Bin  Dean of School of Economics, Nankai University, China
Fukunari KIMURA  Professor, Keio University, Japan
KIM Yongjune  Dean of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CHUNG Keeyong  Director of Governanc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전용욱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사회교육원 원장

김보경  제주한라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센터 소장

성빈  중국 난카이대학 경제학원 원장

기무라 후쿠나리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원장

정기용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거버넌스 국장

Asia’s Harmonious Economic Cooperation for Common Prosperity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조화로운 경제협력의 추구

Chai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발표

토론

Chair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사회

발표

토론

CHUNG Sang-ki  Distinguished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IM Han-kwon  Head, Center for Chinese Studies, IFANS, KNDA 
RONG Ying  Vice President,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LI Mingjiang  Associate Professor,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hino WATANABE  Professor, Sophia University 
SHIN Jung-Seung  Direct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Dongseo University 
CHOI Jinbaek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IFANS, KNDA  

정상기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책임교수 

롱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라자나트남 국제대학원 교수 

와타나베 시노  일본 소피아대학 교수

신정승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중국대사

최진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Chai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발표

토론

CHOI Kang  Vice President,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Daniel PINKSTON  Lecturer, Troy University
ZHAO Tong  Fellow, Carnegie–Tsinghua Center
Stephan FRUHLING  Associate Professo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KIM Jina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M Hong-Cheol  Chief of CWMD Strategy Branch, Joint Chiefs of Staff
LEE Ho Ryou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CHEON Myeong Guk  Military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다니엘 핑크스톤  미국 트로이대학교 강사

자오통  카네기-칭화 글로벌 정책연구소 연구원

스테판 프루링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철  합동참모본부 핵 WMD 대응과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천명국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중국이 추구하는 평화적 국제질서: 일대일로의 함의

JUNE 28, 15:50-17:20, 401 JUNE 28, 17:40-19:10, 201A

China’s Seeking for a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The Implication of ‘One Belt-One Road’ Denucleariza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한반도 비핵화와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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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Welcome Remarks
Moderator
Discussantt

개회사

환영사

사회

토론

Lars-Andrė RICHTER  Head,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FNF) Korea Office 
Stephan AUER  Ambassad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Republic of Korea 
Karena BELIN  Co-Founder, W Hub, Hong Kong SAR
Christian BLOBNER  Head of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Fraunhofer Institute for Factory Operation and Automation IFF, Germany
Francis FONG  Honorary President, Hong Kong Information Technology Federation (HKITF)
LEE Yong Suk  The SK Center Fellow,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Deputy Director of the Korea Program, Stanford University 

라스-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카레나 벨린  W Hub 공동 설립자

크리스티안 블롭너  프라운호퍼 연구소 국제연구 네트워크 부서장 

프란시스 퐁  홍콩 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

이용석  미국 스탠포드대 프리맨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SK펠로우 및 한국학 부소장  

JUNE 27, 15:20-16:50, 201A

Industry 4.0 and New Frameworks for Entrepreneurship
4차 산업혁명: 기업활동을 위한 새 프레임워크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사회

발표

토론

PAK Jai-mo  Director, JDC
János LÓCZI  Chief Executive Officer, Gremon Systems Zrt. 
PARK Hyun-chul  Director General, JDC
LEE Sang-kil  Former Vic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HA Daesung  Director General,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KIM Seongsoo  President, Association of Korea Agri Food Sextic Industry(KASI)
LEE Jongwon  Research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más GILLER  Chief Operating Officer, Gremon Systems Zrt.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팀장 

야노시 로치  (주)그레몬시스템즈 최고경영자

박현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개발본부장

이상길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하대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김성수  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회장

이종원  경북대학교 교수

터마쉬 길러  (주)그레몬시스템즈 최고운영책임자

JUNE 26, 17:10-18:40, 202

The Strategy of the Differentiation and Competitiveness for 
the Future of Agriculture in the Nation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Chai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발표/토론

OH Joon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Nikhil SETH  Executive Director, UNITAR
YOU Jong-Il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Erik IVERSON  Managing Director,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KWON Gibung  Rector,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전 유엔대사

니킬 세스  유엔훈련연구기구 사무총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에릭 아이버슨  위스콘신 동문연구재단 사무국장

권기붕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

불평등: 우리 시대의 과제

JUNE 27, 17:10-18:40, 203

Inequality: A Challenge for Our World

평화복지대학원

Chair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사회
발표
토론

CHO Moonsoo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KIM Jong Hwan  Director,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LEE Sanghyun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CHOI Dan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CHUNG Taeyong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IM Hongkook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KO Kwangbon  Editor, The Seoul Economic Daily
PARK Soojin  CEO, RCK Co., Ltd.  

조문수
김종환
이상현 
최웅철
정태용
김홍국
고광본 
박수진

한반도 미래도시 협력방안

JUNE 26, 15:20-16:50, 201A

Smart Growth Control Strategies in the Korean Peninsula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교수
경기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겸임교수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알씨케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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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Congratulatory 
Remarks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축사

발표

토론

JEONG Hyung-G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WAK Junkil  Director,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KIM Myoung-Ah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U Kibo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HONG Jinyoung  Research Professor, Jungseok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Inha University
HUANG Chunyuan  Associate Professor, Nankai University
Yukiko FUKAGAWA  Professor, Waseda University
 
정형곤  대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준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구기보  숭실대학교 교수

홍진영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교수

황춘위안  중국 난카이대학 부교수

유키코 후카가와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Moderator

Presenter

사회

발표

AHN Choong Yong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 
                                   Former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Jeffrey D. JONES  Chairm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Yorizumi WATANABE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Faculty of Policy Management, Keio University 
HEO Yoon  Professor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ogang University 
DING Dou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안충영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제프리 D.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

와타나베 요리즈미  일본 게이오대학 국제정치경제학 교수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교수

딩더우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

JUNE 28, 09:00-10:30, 402

JUNE 28, 14:00-15:30, SAMDA HALL

Free Economic Zone Roundtable:
Cooperation of Growth Center among Korea, China and Japan(Regional Economy Base)
경제자유구역 라운드테이블: 한중일 성장거점의 협력(지역경제 기반)

Rapidly Rising Protectionism and East Asia’s Responses
급격하게 고조되는 보호주의와 동아시아의 대응

JUNE 28, 14:00-15:30, 201B

Moderator
Discussant

사회

토론

Moderator
Presenter

사회

발표

JEONG ChaeHee  Editor, The Korea Economic Magazine
KHO Wookyun  CEO, MEDIBLOC
OH TaeMin  Head Crypto Bitcoin Research Center

정채희  한국경제매거진 기자

고우균  메디블록 대표

오태민  크립토비트코인 연구소장

KANG Seonjou  Professor,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James CHOI  Ambassador of Australia to the Republic of Korea
KIM Joong-Keun  Executive Adviser PG Group, Singapore /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dia
Shivshankar MENON  Chairman, Advisory Board,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New Delhi, India
Akihiko TANAKA  President,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강선주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김중근  PG그룹 경영고문, 전 주인도 대사

시브샨카르 메논  인도 중국연구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 정책연구대학원장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경학

JUNE 28, 14:00-15:30, 401

The Geoeconomics of the Indo-Pacific Initiative

The Future of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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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Presenter

좌장

발표

Yasushi YAMAMOTO  Deputy Secretary-General, TCS 
CHEN Jian  Vice President and Research Fellow, China Society of Economic Reform
JOO Won  Deputy Director of Economic Research Department, Hyundai Research Institute
Jun SAITO  Senior Research Fellow,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 
                    Visiting Professor, the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야마모토 야스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천지앤  중국경제개혁학회 부회장 겸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사이토 준  일본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국제기독교대학 객원교수

  

Moderator
Presenter

사회

발표

RHYU Sang-young  Professor, GSIS, Yonsei University 
David RUCH  Vice Chair,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Country Manager Korea, United Airlines
AN Junseong  Attorney-at-Law licensed to practice in the US state of Maryland 
CHUNG Chul  Vice Presid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KIM Tae-nyen  Director,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류상영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데이비드 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부이사장, 유나이티드항공 한국지사장

안준성  미국 메릴랜드주 변호사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JUNE 28, 15:50-17:20, 203

JUNE 28, 17:40-19:10, 202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Success of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

Revised KORUS FTA and New Trade Policy in Korea and the U.S.A.
한미 FTA 개정과 양국의 신(新)통상정책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JUNE 26, 11:00-12:30, 401

Chair/Moderator
Welcome Remarks
Congratulatory Remarks
Presenter

좌장/사회
환영사
축사
발표

LEE Jae Hong  Vice President, Jeju Tourism Organization 
JEON Seong Tae  Vice Gorvernor for Administrative Affair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ARK Hong-Bai  President, Jeju Tourism Organization
YANG Gi-Cheol  Director General of Tourism Burea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ung Suryawan WIRANATHA  Director, Tourism & Culture Research Centre, Udayana University
SONG Mengmeng  Assistant Professor, Hainan University
Hembler V. MENDOZA  Tourism Chief, Lapu-Lapu City
Jatoopong KAEWSAI  Director, Phuket Foreign Affairs
Dilekha KUDDACHCHI  Senior Assistant Secretary, Southern Provincial Council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아궁 수리아완 위라나타  발리 우다야나대학교 관광문화연구센터 센터장
송몽몽  중국 하이난대학 조교수
엠블레르 멘도사  세부 막탄섬 라푸라푸시 관광국장
자투퐁 카유사이  푸켓 외교부 과장
딜레카 쿠다크치  스리랑카 남부주 수석 차관보

Chair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사회

발표

토론

PARK YeonSoo  Visiti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KWAK Jin-gyu  Head of Future Investment Dept., JDC
YOO Benjamin Insang  Head of Smart City Biz Group, LG CNS
RHO HeSub  Director of ICT Convergence Divis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UN Miree  Director of the Future Research Center, The Seoul Institute
OH Seong-ik  Director for Innovation City Support Polic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EE Dongsoo  Vice President, Honam Research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박연수 

곽진규

유인상

노희섭

변미리

오성익

이동수

스마트시티의 미래

JUNE 26, 11:00-12:30, 402

The Future of Smart City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Island Tourism
지속가능한 섬관광을 위한 정책 이슈와 전략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투자처장

LG CNS 스마트사업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청 ICT융합담당관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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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oko KUMAMOTO  Head, UNITAR Hiroshima Office  
JEONG Ewijeong  Program Officer, CIFAL Jeju
Lars Johan LÖNNBACK  Senior Migration Policy Advis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E. A. Edna CO  Director, UNITAR CIFAL Philippines
Leena Rikkilä TAMANG  Regional Director for Asia and the Pacific, International IDEA 
Hussein MACARAMBON  National Project Coordinator for the 
                                             Integrated Programme on Fair Recruitment, ILO Philippines  
Samy Leroy UGUY  Hea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Ministry of Village, 
                                  Disadvantaged Areas Development and Transmigration, Indonesia

구마모토 미호코  UNITAR 히로시마 사무소장

정의정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연수기획관 

랄스 요한 론백  국제이주기구 선임이주정책고문

에드나 코  UNITAR CIFAL 필리핀 센터 소장 

리나 리킬라 타망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소장  

후세인 마카람본  국제노동기구 필리핀 국가사무소 국제공정채용프로그램 국가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사미 리로이 우기  인도네시아 마을 개발이주부 연구개발센터장 

KIM Tae yoon  Senior Researcher, Jeju Research Institute
KANG Young-Soo  Manager of Future Biz & Investment, JDC
Iwao TSUBOI  CEO, TRIM Co.,Ltd 
Ralf ZAEHRINGER  Deputy Head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State of Freiburg, Germany 
CHUNG Soo Hyun  Special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WAK Jin-gyu  Director of Future Biz & Investment, JDC
KIM Yang-bo  Director General, Environment Conservation Burea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영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투자처 부장

츠보이 이와오  TRIM사 사장

랄프 제링어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환경보호국장

정수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별연구원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투자처장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JUNE 26, 13:30-15:00, 201A

JUNE 26, 13:30-15:00, 402

Implementation of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SDGs target 10.7) 
in Asia Pacific Reg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이주(SDGs 개별목표 10.7)의 이행

The New Role of the Public Sector for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자원순환사회조성을 위한 공공의 새로운 역할

제주국제연수센터

Chair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사회

발표

토론

Chair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사회

발표

토론

JUNE 26, 15:20-16:50, 203

Opening Remarks
Chair
Presenter

Discussant

개회사

좌장

발표

토론

KIM Bok-Hee  Director General,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cademy
LEE Heeji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KAIDEC
XU Xiuli  Professor,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 
                Deputy Dean,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Network (CIDRN)
Hisahiro KONDOH  Professor, Saitama University / The Japa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JASID)
MOON Kyungyon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AIDEC
KIM Sunggyu  Senior Research Fellow,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KAIDEC 
KWON Gusoon  Professor, Seoul Cyber University / KAIDEC
YOON Yuri  Researcher, KOICA

김복희  한국국제협력단 아카데미 원장 

이희진  연세대학교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쉬시우리  중국 농업대학 교수, 중국국제개발연구네트워크 

콘도 히사히로  일본 사이타마대학 교수, 일본국제개발학회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김성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제개발협력학회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윤유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원

Congratulatory 
Remarks
Moderator/
Discussant

Presenter

축사

사회/토론

발표

YOO Yeonchul  Ambassador for Climate Chan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EE Tong-Q  Deputy Director-General, Climate Change, Energy, Environment and Scientific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I Gao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BAE Jaesoo  Director of Forest Industry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LIU Feng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LIM Seoyoung  Manager,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o)

유연철

이동규   

리가오   

배재수

리우펑 

임서영

한중 기후변화협력 세미나

JUNE 28, 14:00-16:00, 201A

Korea-China Climate Change Cooperation Seminar

Asian Network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아시아 협력네트워크와 개발협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중국 생태환경부 기수변화사 사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

중국 생태환경부 기후변화사 부과장

한국환경공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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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협의회
JUNE 26, 11:00-12:30, 202

Chair
Moderator
Opening Presente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사회

개회사

발표

토론

JANG Seong Soo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KO Kwan-Yong  Professor, Cheju Halla University / Jeju International Council
KANG Tae Sun  President, Jeju International Council
KANG Sook Young  Professor, Gyonggi University
JANG Jeong Hoo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SHIN Wang Woo  Professor,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장성수

고관용

강태선

강숙영

장정훈

신왕우

Chair/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사회
발표

토론

AHN Seong-ho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Raphael J. SONENSHEIN  Professo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 
                                             Executive Director, the Pat Brown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Kyomi MATSUOKA   Professor,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SO Soon-chang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IM Soon-e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K Chae-gi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LEE Ki-wu  Professor, Inha University
AHN Young-ho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LIM Suhng-bin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라파엘 소넨샤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팻브라운 연구소장
마츠오카 기요미  일본 교토부립대학 교수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사례 연구

JUNE 27, 17:10-18:40, 201A

Case Studies on the Advanced Countries’ Decentralization Process for Upgrad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Devolution Level

Global Tourism and the Future of Jeju
글로벌 관광과 제주의 미래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제주국제협의회 회장

경기대학교 교수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LEE Byung-Gul  Acting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Affairs, Jeju National University
SONG Seok-Eon  President, Jeju National University
Elsa P. MANARPAAC  President, Western Philippines University
KOH Choong-Suk  Presiden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UENG Jinn-Pyng  President, National Penghu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Austin P. SHELTON III  Executive Director, UOG Center for Island Sustainability

이병걸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

엘사 P. 마나파크  필리핀 서필리핀대학교 총장

고충석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옹진핑  대만 국립팽호과기대학교 총장

오스틴 P. 쉘턴 3세  미국 괌대학교 UOG 시그랜트센터 상임이사

GIM Jungi  Director, Jeju Museum of Art
PARK Kyonghoon  Chairman, Jeju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oyomitsu HIGA  Photographer, Okinawa 
HSU Manray  Independent Curator and Critic, Taiwan 
BÙI Kim Ðĩnh  Researcher, Georg-August-University Göttingen, Vietnam
DU Xiyun  Deputy Director, Shanghai Himalayas Museum
HONG Sungdam  Painter, Kwangju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 관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히가 도요미츠  오키나와 사진작가

슈 만레이  미술평론가, 대만 독립큐레이터

부이 킴 딘  쾨팅겐대학교 연구원, 베트남 독립큐레이터 

두시윈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 부관장

홍성담  광주 화가

 

JUNE 26, 17:10-18:40, 402

JUNE 28, 16:10-17:40, HALLA HALL

The Role and the Vision of Island Univers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a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섬 대학의 비전과 역할

Networking Art and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동아시아 평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Moderator
Discussant

사회

토론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사회

발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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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JUNE 28, 17:40-19:10, 201B

Chair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사회
발표
토론

KANG Gi-Choo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KANG Choong-Hyo  Research Team General Manager, JDC
KIM Byeong-Kuk  Head Directo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Government & Community Affairs
JUNG Hyun-Min  Director General,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IM Choon-Bong  Management & Planning Headquarter Director General, JDC
CHO Sang-Bum  Direct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KWON Ki-Wook  Professor, Konkuk University

강기춘
강충효
김병국
정현민
임춘봉
조상범
권기욱

Chair/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KO Chang Hoon  Professor Emeritus, Jeju National University
KANG Woo Il  Bishop, Jeju Catholic
LAI Jeh-Hang  Professor, National Central University, Taiwan
Douglas A. YATES  Professor, American Graduate School in Paris, France
Sachio NAKATO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CHENG Cheng-chen  Professor, National Central University, Taiwan
Anton KOSOLOV  Journalist/Professor, American Graduate School in Paris 
Michael B. RAMBAROSE  CEO, Whitney Center
Christine STOPKA  Board Member, East Rock Institute 
Charles M. SMITH  CPA, Director, CohnReznick 
WON Hyung Joon  Director, Lindendaum Orchestra  
KANG Sun Seok  Director, Jeju Geology Institute
KOH Kwon Il  Peace Activist, Gang Peace Village
LEE Kyung-Wo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IM Ae-Duck  Adjunc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PARK Young Hye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H Seong Hak  Teacher, Jeju Halla Middle School 
HAN Geum-Soon  Teacher, Jeju Nam-nyeong High School 
WI Sung G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한반도를 위한 평화섬: 민간차원의 6자회담국 문화 + 평화교육과 관광 복지

JUNE 28, 17:40-19:10, 203

Jeju Peace Island for Koreas:
Six Party Talks Culture Tourism Welfare at the Grass Roots Level

Review on How to Nurture Global Talents at the Local Level to 
Lea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장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고창훈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
라이제항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
더글라스 예이츠  
프랑스 파리아메리칸대학원 교수
나카토 사치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청청천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
안톤 코솔로브  
러시아 파리아메리칸대학원 교수
마이클 람바로즈  미국휘트니센터 CEO
크리스틴 스톱카  미국동암연구소 이사
찰스 스미스  
회계법인 CohnReznick 뉴헤이븐 이사장
원형준  린덴바움 오케스트라 감독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고권일  제주강정마을평화운동협의회 회장
이경원  제주대학교 교수
임애덕  제주대학교 겸직교수
박영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승학  한라중학교 교사
한금순  남녕고등학교 교사
위성곤  국회의원

좌장/사회
발표

토론

KANG Gi-Choo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Alicia YOON  Founder and CEO, Peach & Lily
Edward SCOTT  Founder and President, EWS Growth
KIM Jong Sun  General Manager of Cosmetic Division, Polus Biopharm Co., Ltd. 
Lucy LEITER  Co-Founder & Managing Director, Shishi Chérie 
Peter LEITER  Entrepreneur, Angel Investor 
LEE Ji-Won  CEO, UCL Co., Ltd.
KOH Dae Seung  Director, Bio Convergence Center, Jeju Technopark
Todd SAMPLE  Investment Advisor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
알리샤 윤  미국 피치앤릴리 대표
에드워드 스콧  미국 EWS Growth 창립자/대표
김종선  ㈜폴루스바이오팜 화장품사업부문대표
루시 라이터  독일 시시세리 벤처기업 대표
피터 라이터  독일 스타트업 투자자 및 사업가 
이지원  ㈜유씨엘 대표이사
고대승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장
토드 샘플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

 

JUNE 28, 15:50-17:20, SAMDA HALL

JUNE 28, 15:50-17:20, 402

4·3 from Eyes of Foreign Journalists
외신이 본 4·3

Global Investment Outlook for the Future of the Beauty Products Industry and
Exploration of Strategies for Entering the Global Market
미래 신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전망과 세계시장 진출 전략 모색

Chair
Presenter

Discussant

좌장
발표

토론

LEE Kuybae  Chairman, Jeju 4.3 Research Institute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 Hee-Bum  Former Director, The Hankyoreh
KIM In-Hee  Former Announcer of MBC  
YI Man-Yol  Honorary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Former Chair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Tim SHORROCK  The Nation / Newstapa-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Hideaki ISHIBASHI  Journalist, Asahi Shimbun 
KWON Hyukchul  Director, The Hankyoreh Peace Institute

이규배  제주4.3연구소 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김인희  전 MBC 아나운서

이만열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팀 셔록  더 네이션/뉴스타파 한국저널리즘센터 기자

이시바시 히데아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권혁철  한겨레신문 평화연구소장   

Opening Remarks
Congratulatory Remarks
Chair
Moderator
Keynote Speech

Presenter

Discussant

개회사

축사

좌장

사회

기조강연

발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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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HAN Mi-Young  President, WWIEA
BAE Sung-Sil  CEO, The First
YUN Yeong Seok  CEO, Danggut Doorae
AN Kyoung Mi  CEO, Gosigongbang 
JANG Woo Yong  CEO, Hangeul Contents Industry Corp.
CHOI Yeon-Mea  President, Kim Jeong Moon Aloe Co., Ltd.

한미영

배성실

윤영석

안경미

장우용

최연매

Marianne GERDES  Executive Director, Ilan-Rael Foundation
James HUBBELL  President, PRP Foundation
Kyle BERGMAN  Seceretary General, PRP Foundation 
David EDICK JR.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Pacific Rim Parks Foundation 

마리앤 게르데스  일란라엘재단 사무국장 

제임스 허벨  환태평양공원 재단 이사장

카일 버그만  환태평양공원 재단 사무총장

데이비드 에딕 주니어  환태평양공원재단운영위원회 이사

 

JUNE 26, 13:30-15:00, OCEAN VIEW

JUNE 28, 17:10-18:40, IPC JEJU

[Networking Session]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Women’s Competencies for Peace in Asia
[네트워킹세션]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을 위한 여성역량개발의 중요성

[Networking Session] Pacific Rim Parks Members Dialogue
[네트워킹세션]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대화

Discussant

토론

Chair
Presenter

좌장

발표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더 퍼스트 대표

땅끝두레 대표

고씨공방 대표

한글 콘텐츠산업주식회사 대표

김정문알로에 회장

JUNE 27, 12:30-13:50, DELI VIEW

Chair
Discussant

좌장
토론

[Networking Luncheon] Diplomacy for Peace and Security
[네트워킹런천] 평화·안보 외교

JUNE 27, 17:10-18:40, OCEAN VIEW

Chair
Presenter

좌장

발표

CHO Woo Jin  Professor, Tama University
Masatsugu KUROSAWA  Chairman, IKARI SHODOKU CO.,LTD
MOON Kook-hyun  President, New paradigm institute 

조우진  일본 다마대학 교수

쿠로사와 마사츠구  이카리소도쿠(주) 회장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이사

[Networking Session] A Philosophical Leader Makes a Successful Company
[네트워킹세션] 철학 있는 리더가 성공하는 기업을 만든다

동경도 윤리법인회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 한양대학교 특훈교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시브산카르 메논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브루킹스연구소 특별연구원
옌쉐퉁  중국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전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사무차장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
조지 로페즈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교수
게리 세이모어  미국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 연구소장
필립 젤리코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석좌교수, 전 미국 국무부 자문관

KIM Sung-Hwan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YU Myung-hwan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YUN Byung-se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rty NATALEGAWA Former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hivshankar MENON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of India / Distinguished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YAN Xuetong  Dean of the Institute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Tsinghua University
Joseph YUN  Senior Advisor, U.S. Institute of Peace / Former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Jeffrey FELTMAN  Former UN Under-Secretary-General for Political Affairs
Peter HAYES  Director,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 Sustainability
George A. LOPEZ  Professor Emeritus, Peace Studies at the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Gary SAMORE  Executive Director for Research,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Philip D. ZELIKOW  White Burkett Miller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 
                                   Former Counselor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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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Speaker

사회

강연

CHO Woo Jin  Professor, Tama University 
KANG Woo Hyun  CEO, Republic of Tam-Nara Sangsang Group/Vice Chairman, Nami Island 

조우진

강우현

[한일학생교류회] 문화, 글로벌 도시의 조건

JUNE 27, 19:00-20:20, OCEAN VIEW

[Korea-Japan Youth Roundtable] Culture, Global City Conditions

백년경영개발기구

Chair
Presenter

좌장

발표

CHANG  Mankey  Chairman,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Toshio GOTO  President, General Corporate Corporation 100 years Management Research Organization
HAN Jung-wha  Professor, Business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장만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고토 도시오  백년경영개발기구 대표이사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JUNE 28, 09:00-10:30, OCEAN VIEW

[Networking Session] Future Strategies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네트워킹세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미래전략

일본 다마대학 교수

탐나라공화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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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overage Overview
언론보도 개요

Including the initial report on the Jeju Forum 2018 appeared in April 18, 647 articles were covered in 120 
media outlets from domestic and abroad.

TOTAL NEWS COVERAGE BY MEDIA TYPE
- Newspaper, Magazine (371)
- Broadcasting (29)
- English Newspaper, Foreign Media (55)
- News Agency, Online Media (202)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4월 18일 개최 안내 기사를 포함하여 7월 18일까지 국내외 120개 매체에 총 647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신문·잡지 371건, 방송 29건, 영자지·외신 55건, 온라인·기타 202건 등으로 집계됐다.

TOTAL NEWS REPORTS BY MEDIA TYPE
매체유형별 보도현황

Newspaper, 
Magazine (55.8%)
신문·잡지 (55.8%)

Broadcasting (4.5%)
방송 (4.5%)

English Newspaper, 
Foreign Media (8.5%)
영자지·외신 (8.5%)

News Agency,
Online Media (31.2%)

온라인·기타 (31.2%)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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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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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 06. 2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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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2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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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대북 협력 방안 모색"

윤희훈 기자

외교·안보

입력 2018.06.27 21:53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만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공식 만찬 환영사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의 상황과 비교하면 올해 벌어진 일들은 그야말로 기적”이라며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언급했듯 기

적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신념, 노력, 지도력이 뒤따른다”고 했다.

강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 명 채택을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남북, 북미 간의 오랜 적

대 관계를 끝내고 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3자가 상호 보완하는 대화와 협력의 궤도에 올려놨다”며 “그 결과 남북, 북미 관계 개

선이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북한이 비핵화 확약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2018. 06. 27

조선일보
2018. 06. 29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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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2018. 07. 03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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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2018. 07. 03

한경비즈니스



2018. 06. 12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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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28

한국경제

2018. 06. 28

한국경제



2018. 06. 2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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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30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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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101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100

2018. 06. 29

JTBC



2018. 06. 27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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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29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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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rang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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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27

Arirang TV



2018. 06. 28

Arirang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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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rang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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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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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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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2018.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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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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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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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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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28

The Korea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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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19

The Jakarta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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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e and Mail
2018. 08. 09

The Globe and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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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e and Mail
2018. 08. 09

The Globe and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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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its Times
2018. 07. 06

The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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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Speaking Of Asia

A second wind for Seoul's Southern 
Policy

South Korea's renewed thrust on Asean and India may have more 
promise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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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its Times
2018. 07. 06

The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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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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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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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cus) Korea peace process tests 
harmony among regional powers 

By Lee Chi-dong

JEJU ISLAND, June 28 (Yonhap) -- This week's international forum here on Korea peace has highlighted 
the need to coordinate subtly different positions among key players.

Participants in the annual Jeju Forum, mostly government officials and pundits, agreed that regional 
security conditions are at a historic moment. But they presented some divergent views on how to move the 
new process forward based on summit-level diplomacy with North Korea.

A senior Chinese official told a session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decide whether to ease 
sanctions on Pyongyang at an appropriate time if there's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he comments by Ning Fukui,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affairs at China's foreign ministry, 
represent a contrast to Washington's repeated statement that sanctions relief can be an option only after 
Pyongyang's "complete" denuclearization.

Speaking at a Senate panel in Washington, D.C., in fact,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expressed 
concerns about China's recent move. He cited a "modest amount" of backsliding from its sanctions 
enforcement against the neighbor.

Ning was also critical of a denuclearization-focused approach toward the North. He called for "balance 
between the two wheels" --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What matters more than speed or pace is balance," he stressed.

Ning Fukui (R), China's point man on Korea, discusses a Korea peace process during 

a Jeju Forum session joined by Moon Chung-in (R), South Korea's special presidential 

adviser, and Philip D. Zelikow, a former U.S. State Department official, on June 27, 

2018, in this photo provid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Yonhap)

China shouldn't be marginalized, he added, as it's committed to playing a major role in the peace-building 
program via either four-way discussions or the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that came to a halt a decade 
ago.

Asked about whether China wants to join the envisioned declaration of a formal end to the 1950-53 
Korean War, the former Chinese ambassador to South Korea was guarded.

"It's such a big question for me. I am not in a position to answer that for now," he said.

Many believe China's participation in bargaining with North Korea is double-sided. It could help persuade 
the communist ally or complicate negotiations.

U.S. officials are still wary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intentions.

Nobody knows what's in his heart except himself, Marc Knapper, the acting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pointed out.

Marc Knapper, the acting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speaks at a Jeju Forum 

session on June 28, 2018, in this photo provid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Yonhap)

The question is whether his dialogue is based on a "tactical, short-term" desire to ease sanctions on his 
country and increase his domestic legitimacy or he has made a "fundamental and strategic" decision to turn 
away from provocation, isolation and confrontation, Knapper told a separate session of the three-day 
forum.

Kim agreed to seek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in Korea during his back-to-back 
summits with the South's President Moon Jae-in at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on April 27 and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Singapore on June 12.

"Over the next weeks and months we're gonna test the North's commitment to see if they truly are 
prepared to take the steps enshrined in these two very important documents from Singapore and from 
Panmunjom," said Knapper, who serves as charge d'affaires at the U.S. Embassy in Seoul.

On the suspension of the allies' combined exercises, the envoy said it's not an "irreversible" measure. It's 
just aimed at facilitat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giving the North a chance, he said.

Japanese Ambassador to South Korea Yasumasa Nagamine recall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tipulating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This implementation has to be done," he said in English.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President 
Trump's remarks that the sanctions should be relieved only when it's confirmed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not a problem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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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Ambassador to South Korea Yasumasa Nagamine participates in a Jeju 

Forum session on June 28, 2018, in this photo provid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Yonhap)

He urged Pyongyang to address all the issues of abduction, its nuclear program and ballistic missiles.

"Regarding a bilateral summit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t's essential for such a summit to take 
place, but it has to contribute to the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issues," he said. "Japan has 
communicated with North Korea through various channels, but nothing has been decided on this possible 
summit."

   Knapper asked Japan and critics of the Singapore accord to wait and see the North's actions, rather than 
the semantics of the document.

Moon Chung-in, special adviser to South Korea's president for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also said the North's leader apparently understands his complete denuclearization commitment in the 
context of the CVID.

He added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had "in-depth" discussions on the matter when they met twice in 
the spring.

Regarding the North's pursuit of "security assurances," Moon, who had a number of meeting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said it apparently means the acknowledgment of the nation's dynastic leadership system 
and socialist economy.

He also questioned if China should be involved in the potential war-ending declaration, which Seoul 
wants to do by the end of this year.

But Philip D. Zelikow, former counselor of the U.S. State Department, said he's against signing two 
separate documents: one for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and the other for a peace treaty.

"If you say at the moment that you will declare the end of the war, the legal status of the Armistice 
Agreement is open to question," he said.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issue, "South Korea should be at the center," he said.

He proposed a "two-plus-two" model, in which the two Koreas lead the process, with the U.S. and China 
playing a supporting or endorsing role.

What's important is to put all related issues on the table, instead of narrowing the agenda on the 
denuclearization as the Bush administration did a decade ago, according to Zelikow, who currently teach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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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13회 제주포럼에서 한·중·일간 화합과 유대를 위한 공공외교 전략

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은하 공공외교대사는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되는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공외교의 비전 및 전략' 세션을 주재한다.

해당 세션에는 마츠카와 루이 일본 자민당 참의원, 제이 왕 미국 USC 공공외교

센터 소장, 낸시 스노우 교토외국어대 교수,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

외교부 "제주포럼서 한중일 화합 위한 공공외교 전략 논의" 

공공외교대사 직접 세션 주재…日참의원 등 참석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06-25 19:10 송고 

구원 이사장, 카디르 아이한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로버

트 켈리 부산대 교수 등 국내외 공공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중일 등 동북아 주요국가 공공외교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외

교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박은하 대사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마츠카와 자민당 참의원, 왕 USC 공공

외교센터 소장을 인터뷰하고 일본 및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방안, 뉴미디어를 통한 공공외

교 전략 및 한일,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터뷰는 아리랑 TV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이라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주요국 여론 주도층의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셉 윤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016.12.13/ 뉴스 1 © News1 최현규 기자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

표는 26일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선언(신고)이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그것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북한과 무엇을 협상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셉 윤 "北비핵화 진정성 확인, 보유 핵 신고 선제돼야"

"선언 나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협상하는지 알 수 없어" 북미 정상 합의문 "굉장히 취약…북한이 승자" 

(서귀포=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06-26 20:00 송고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물질 핵무기 모두를 공개할때 우리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나오지 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표는 6·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봐도 굉장히 취약한 

형태의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며 "과거 6자회담 당시나 남북기본합의서

보다도 훨씬 취약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북미 정상이 만나 내놓은 합의문으로서는 부족하고 그저 두 정상이 만나 

협의한 정도의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왜 이정도밖에 성취하지 못했냐는 

질문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취약한" 합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마 디테일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문서를 원했을 것"이라며 "이미 정상회담 

전에 그런 부분이 얘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취약한 문서를 볼 때 당연히 승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

합군사훈련을 제안하고 이후 실제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맹간 돈

독함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

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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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난민 강제소환은 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결정”

조수진 기자 | susie@newsis.com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이자 영화배우인 정우성(45)씨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수용 반대 여론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강제소환은 그분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결

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성씨는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제주포럼’ 특별세션 ‘길 위의 사람들:세계 난

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지금까지 우리는 제3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소환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목소

2018 제주포럼 ‘길 위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씨

가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길 위

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06.26. 

woo1223@newsis.com

리를 내왔다”라며 “지금 난민신청한 예멘인들에게 강제소환을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명을 죽음으

로 모는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니까 논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

다”라며 “다만 근거가 빈약한 정보나 논의의 본질을 벗어나 감정적인 표현들은 우려가 된다”고 걱정

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제게 ‘자국민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냐’라

고 말씀하시는데 난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인격체이다”라며 “자국민의 인권과 그들의 인권 중 

그 어느 것도 우선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0명의 제주 예멘 난민 문제는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기 힘든 환경, 2030세대가 취업을 

비롯해 겪는 사회적인 박탈감, 여성들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불안함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드러

내는 도화선이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불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션에는 JTBC ‘뉴스룸’ 주말 앵커를 맡고 있는 김필규 기자가 사회자로 나서 정씨와 대담을 나

눴다. 

susi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정인 “대북 패러다임, 제재에서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조수진 기자 | susie@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 이후 대북 패러다임은 ‘제재’에서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제주포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

화’ 주제토론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지금까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재 조치 패러다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인센티브 패러다임으로 가

야 북한을 비핵화 이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7일 제주 서

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정상회

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06.27. 

woo1223@newsis.com

그는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제재 조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과 미국이 일방적

으로 가하는 제재 등 두 가지가 있다”며 “한쪽(북한)에서 프런트 로딩(front loading·핵심적 핵능력 제

거)을 수용하는 선언을 한다면 또 다른 한쪽에선 (대북 제재 관련)유엔 결의안을 완화하는 등 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남북협력을 통해서 큰 혜택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유엔 안보리 쪽에서도 더 화해적인 제스처를 북한에 취할 

것이고 한국 역시 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과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던 조셉 윤(Joseph Yun) 전 미 대북정책특

별대표가 참석해 북한이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핵 물질 보유 리스트를 제공해야 한

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기대하는 딱 한 가지는 리스트(list·목록)”라며 “북한이 얼마나 진

지하게 비핵화를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 물질의 리스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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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언 20주년 양국 정치인 제주서 동북아평화 논의 

문경수 인턴기자 moonks@jejusori.net  2018년 06월 27일 수요일 16:25 

▲ 27일 오후 1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문화교류 증

진 방안’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13회 제주포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의미 공유...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 모색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는 양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

영에 이바지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한일 양국 정치인들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교훈 삼아 아시

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둘째 날인 27일 오후 1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문화교류 증진 방안’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

됐다. 세션은 20년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구종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이 좌장을, 오영훈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세션은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는 강창일 국회의원, 누카가 후쿠시로 국회의원

이, 축사는 이수훈 주일한국대사, 나가미네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

민협의회 상임의장이 했다. 기조연설은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관장, 토론에는 박병

석, 유승희, 노웅래 국회의원, 토오야마 키요히코, 혼다 히라나오, 카사이 아키라 참의원이 참여

했다.

개회사에서 강창일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이라면 해결못 할 문제가 없다. 우리

는 다시금 한일 양국의 폭넓은 역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파트너십은 양국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 세션의 축사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축사를 통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은 한일 관

계가 더 높은 곳으로 발전시키는 선언이었다. (이를 통해)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를 통한 

우호 협력의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정신이)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한일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관장은 “한국은 이제 과거의 피해의식을 넘어 문명

적인 주체의식을 가져도 될 만큼 발전했다. 세계시민의 정신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물질과 

기술을 넘어 인권과 평화를 공유하는 보편적인 품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오야마 키요히코 참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

동선언에서 밝힌 바 있다”며 “기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뿐만 아니

라 국민 전체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원은 “독일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기억, 미래, 책임 등에 충실했다. 한일 관

계에 있어서 일본은 그 기억에 통절한 마음으로부터 사죄가 충실했는가, 한국은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에 충실했는가를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카사이 아키라 참의원은 "평화적인 과정(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이 성공하게 된다면 (세

계 평화에)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 분위기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변화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멘텀이

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공동선언은 한일관계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잘 하려고 하는 것 보다 잘

못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간의 번영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혼다 히라나오 참의원은 "최근 일본우선주의적인 네티즌의 움직임은 한일 우호관계를 정립하

는 데 우려스럽다. 동아시아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이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든다"며 "정권 쪽에 (한반도 평화, 동북아 정세를)전달해 올들어 세계가 많이 움직이

고 있다고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공동선언 20주년을 맞

았지만 한일관계는 많이 후퇴했다.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함께 노력할 문제"라며 

"일본에 많은 한국인이 있다. 재일 한국인의 지위 향상 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야 한다"고 말했다.

▲ 27일 오후 1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서 ‘한일 양국 문화교류 증진 방안’ 세션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수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유네스코 사무총장 "남북 연계 논의, 제주가 최적지"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6월 28일 목요일 14:46   0면 

▲ 28일 열린 제13회 제주포럼에서 특별강연에 나선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의소리

[제13회 제주포럼]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 특강...'지속가능한 평생교육' 필요성 제시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은 28일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

서 남북 사회에 절단된 연계를 복구하는 것은 가장 큰 과업"이라며 "이 목적을 논의하기 위해서

는 제주 만큼 적정한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 : 교육·문화·과학을 통한 다자협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강연 직후에는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장의 사회로 원희룡 제주도지

사와 대담을 나눴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상호연계성의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국가 간 이격을 촉진하는 

세계인구 증가 추세 등을 앞으로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제로 꼽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

적 대안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세계인에게 평생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장기

적인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고, 미래를 위한 기술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8일 열린 제13회 제주포럼에서 특별강연에 나선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의소리

이어 "기술 진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사라질지 예측하는게 불

가능한 수준이지만, 모든 일자리가 기술 진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역사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다.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

다"며 "한국은 특별한 곳이다. 정전이 된 후 수십년의 시간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것

은 교육에 대한 투자 때문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70년전 유네스코가 한국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을 지원했고, 이후 대한민국은 교

육 선진국으로 꼽히게 됐다"며 "이제 한국은 유네스코에 교육을 지원하는 나라로서 글로벌 거

버넌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 또한 한국의 모범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국의 교육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제주와 관련해 "유네스코는 제주라는 공간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유네스

코에 의해 평화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섬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지질공원, 용암화산섬, 제주해

로 인해 인류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됐다. 제주는 자연유산을 훌륭하게 보존해 냈고, 전세계적으

로 모범이 됐다"고 치켜세웠다.

▲ 28일 열린 제13회 제주포럼에서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별 대담을 갖고 있

다. ⓒ제주의소리

이어 아줄레 사무총장은 "남북한은 모두 유네스코 회원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민 손을 북한

이 잡게 된다면 유네스코의 프로세스를 모든 한국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

국에서의 활동을 논의하기에는 제주 만큼 적정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아줄레 사무총장은 남북 간 화해 무드와 관련 유네스코, 또 제주의 역할에 대

해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인적교류를 통해서

도 가능하고, 유네스코를 통해 문화나 과학 커뮤니티를 통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이미 북한에서 유네스코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지질학을 비롯해 문

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상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문화유산 보전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한반도 전체에 정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룡 지사는 "유네스코와 제주의 지향점은 같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에서의 인류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래 

평화라는 것이 '전쟁과 폭력이 없다'는 전통적 개념 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자연과 인간

의 평화적인 공존, 경제적 수탈 관계를 벗어난 에너지 생산 등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

다.

원 지사는 "제주의 근본적 과제들이 인간의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종합적인 평화로 돼있는 만큼 

교육, 과학,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네스코와 제주가 함께 할 일도 많을 것"이라

고 화답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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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최후의 냉전지대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발신지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 참석,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반도 냉전 해체와 분단 극복으로 가는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이행해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27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기조연설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3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한반도 안팎의 동향을 개관하면

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근 한반도 내외의 움직임과 정세의 변화를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연

설을 시작했다.

우선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과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연합은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대한 승전을 위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포럼 개회식 기조연설 통해 평화 프로세스 이행 의지 거듭 천명

“가보지 못한 길 …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직진할 것”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2차 대전 종전 이후 점령 분배 등을 논의했지만 그것이 세계 냉전의 시작이었으며, 일

본의 식민 지배와 미소 냉전이 없었다면 한반도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해방 직후 남북 분단을 야기한 책임이 미

소 냉전 체제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등 남북간 평화 공존을 위한 시도가 한반도 안팎의 공고한 냉전 질서에 압도돼 좌절되곤 했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북한은 체제 방어의 집념으로 군사력 강화로 질주했고, 한국은 정부 교체에 따라 일관된 대북

정책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국가들도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다 작년 말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신(新)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화답하면서 남북간 대

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을 강조,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때로 주도하고 때로는 중재하는 역할을 갈수록 더 많이 요구받

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용의가 있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련 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가며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후속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북고위급회

담과 군사회담, 체육회담, 산림협력분과화의, 적십자회담 등 진행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두 부류로 나눠 남북 사이에 협의와 준비를 거쳐 추진할 수 있는 산림협력, 체육교류, 비무장지

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은 남북간 협의가 되는대로 진행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되는 남

북간 도로와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조사 등을 

우선 시작하려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우선 북한이 김정

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경제우선의 정책 노선을 채택한 절박성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대의 군

사우선 정책을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으로 바꾸고 올해는 경제우선 정책으로 전환한 김 위원장이 군사대결 국면으

로 되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최초로 열릴 정도로 한반도와 주변 상황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정상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고 본다면서 특히 북한 핵 문제와 체제 보장을 교환

하는 최초의 북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9.19 공동성명은 실무선의 합의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정상간 합의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막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예전에 생각은 있었더라도 가보지는 못한 길”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꾸준히 직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한반도의 분단은 한민족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미소 냉전체제의 비극적 유산이었던 만큼 이 

비극을 끝내는 데 국제사회가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냉전 해체와 분단 극복으로 가는 평화 프

로세스를 굳건히 이행해갈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럽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후에도 30년 가까이 냉전지대로 남은 한반도를 냉전의 질곡에서 구

출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한국 정부는 지구 최후의 냉전지대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발신지로 바꾸고 

싶다. 그 평화의 대장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이 27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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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원희룡, 제주포럼서 강경화 장관 만나 "신속한 심사 위한 통역·인력 지원 요청"

2018년 06월 28일 (목) 11:00:14 장정은 기자 saida05@naver.com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

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7일 오후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진행

되는 제주컨벤션센터 조직위원장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예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난민 문제로 제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 함께 치러야 할 홍역

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유엔 근무 당시 인권과 난민을 전공하고 왔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힘

을 꼭 실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리가 경험이 없다보니 난민 국가들의 국가 성격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

는 국민들도 꽤 있고, 내가족의 안전과 살림도 팍팍한데 일부 ‘가짜 난민’에 대한 오해들이 논란과 

공분을 키워낸다”며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해 불법 취업의 경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

지 불안감과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제정된 나라이고 최종 목적지로 많이 알려져 국

민들의 우려가 증폭돼 있지만 이것을 단순 혐오나 국수주의로 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 국가라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이용당하진 않는다는 오해

와 불안을 확실히 덜게 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 후, 난민법에 따라 인도주

의적 원칙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에 체류 중인  5백여명에 이르는 난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 난민 심

사관 2명이 투입 되다보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하루 두 세 명을 겨우 심사 하는 실정”이라며 “심

사 절차를 마치려면 최대 8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무비자 입국 상태에서 이동권을 붙들어놓고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심사 인력, 통역 인력 

지원 등 실무적인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속한 심사가 우선시 돼

야 하며 제주도에서는 합리적인 수용과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중앙도 고민이 많다. 외교부의 목소리가 필요하면 꼭 말해 달라. 우리도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멘난민 문제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경찰청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총괄지원 T/F팀을 꾸리고 28일 예멘 난민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 시사제주(http://www.sisaje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프랑스 대사 제주에 보이는 각별한 애정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방문
제주지역 대학.문화.예술계 만나 협력관계 지속가능 개발 논의

최병근 기자 승인 2018.06.27 10:26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가 제주를 찾아 지속 가능 개발을 논의한다.

페논 대사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지역 대학,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만나 

협력관계를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을 논의한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개발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프랑스는 

2030년경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와 더 많은 협력관계가 이루

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페논 대사는 방문 기간 동안 제주도와 문화, 교육, 대학 분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만나고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하

는 아라리오 뮤지엄,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 오설록 티 뮤지엄, 최고의 아르

누보 개인소장품을 전시하는 유민미술관 등 제주도에 있는 여러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페논 대사는 제주포럼에도 참석해 28일 열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의 역할에 관해 주한 대사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제를 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포럼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

다.

이 외에도 원희룡 지사와 만나 프랑스와 제주도 간 경제, 에너지, 언어, 교육, 과학, 문화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페논 대사는 면담 후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페논 대사는 제주도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역인 제주

도청,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LG와 면담한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 06. 27

제민일보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149

2018. 06. 22

헤드라인제주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148

제주포럼 해외언론 참가 이어져...언론인세션 진행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22 11:33:00

남북관계 특집기사 취재도 진행

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22개국 23명의 해외 유수 언론

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한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프란시스코 아기레 고메즈(Francisco Aguirre Gomez) 멕시코 라디오 센트로 그룹 회장. 루이스 고메스 빠

울루(Luis Gomes Paulo) 앙골라 뉴미디어그룹 사장 등을 포함해 해외 유력 언론사 CEO, 편집장, 국제부 기자들이 대거 포함

돼 있다. 

특히, 이번에 방한하는 프란시스코 멕시코 라디오 센트로 그룹 회장은 멕시코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8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한국 관련 콘텐츠를 방영하기 위해 KBS, MBC 등 주요 방송사 및 SM, CJ 등 엔터테인먼트사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

다. 

또한, 방한 인사 중 국제부 기자들은 최근 평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맞은 한반도 정세를 취재할 예정이다. 이들은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주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언론의 역

할'을 주제로 한 해외언론인 세션에 참여한다. 

국제부 기자 중 슈바짓 로이(Shubhajit Roy) 인도 인디안 익스프레스 부편집장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등 해외 국빈의 인도 

방문 시 취재를 맡아서 진행한 인도 내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다. 또한, 미안 아브랄 후세인(Mian Abrar Hussain) 파키스탄투

데이 편집장은 '한국이 파키스탄에 주는 민주주의 교훈(2017년2월)' 등 자국에서 한국와 관련해 심도 있는 기사를 쓰고 있는 

극소수의 언론인이다. 

이외에도 방한 언론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고 언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트비아 국영라디오 리포터 긴

트스 아몰린쉬(Gints Amolins)는 남북관계 관련 특집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며, 알바 넬리 파밀리아 라라(Alba Nely Familia L

ara) 도미니카 CDN 보도국장은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시형 KF 이사장은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의 방한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며 

"이번 초청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국제 언론에게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편, 제13회 제주포럼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ICC jeju에서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해 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 실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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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매일경제

6월 16일 제주포럼서 세계 평화도시 손잡는다

제주포럼, 아시아 새 평화를 위해

폴 크루그먼 27일 방한…양극화 해법 · 글로벌 무역 전쟁 강연

[기고] 美·中 통상전쟁 파고 넘을 전략 있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다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의 길은

외국인 눈으로 본 제주4·3과 국가폭력의 관계는?

제주포럼 오늘 개막…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논의

‘경제학의 스타’ 폴 크루그먼 교수 27일 한국 온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중국 뺀 종전선언, 불편한 진실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

“트럼프와 문재인 당선, 평창올림픽이 김정은엔 행운”

이종석 전 장관, "남북경협이 전쟁 막는 최고 방법"

정우성 "예멘 난민 출도 허가했어야...필요하다면 목소리 낼 것"

정우성 "예멘 난민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 있을 수 없는 일" '개념 발언' 화제

정우성, "타민족 배척하며 세상을 사랑하라 할 수 있겠나"

정우성 “예멘 난민 위해 목소리 내겠다” 

정우성 “난민 문제, 논의 본질 벗어나 감정적인 표현 우려”

정우성 “타민족 배척하며 아이에게 세상 사랑하라 하겠나”

원희룡 “북한에 제주 감귤 보내 비타민C 외교, 앞으로도 적극 도시 교류”

정우성 “제주 예멘난민 반감 이해하지만…무사증 입국 불허 반대“ 

조셉 윤 "미북 싱가포르 선언, 6자회담 기본합의서보다 훨씬 취약해"

원희룡, 정우성에게 제주-북한 평화 홍보대사 요청... 정우성의 대답은? 

文대통령 '신산업 규제혁신이 미래 바꾼다' 회의 주재

文대통령, '신산업 규제혁신이 미래 바꾼다' 회의 주재

정우성 예멘난민 소신, "난민 출도 허가 했어야…인권 보장 우선"

정우성 “난민 인권 입장에서 고려해야…대중에 ‘인권’ 단어 막연할 수 있어”

반기문 “예멘 난민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원희룡·반기문 "예멘 난민에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점검회의 주재

“남북한 평화 공존 이번엔 실패 않을 것”

원희룡·반기문 “예멘 난민, 인도주의적 의무 다 해야”

난민 문제, 더 정교한 접근 필요하다

조셉 윤 “北, 완전비핵화 동의 안 했다…종전선언은 시기상조”

개회사하는 원희룡 제주 지사

제주포럼서 기조연설하는 이낙연 총리

제13회 제주포럼 세계지도자세션

제13회 제주포럼 개회사 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반기문 전 UN 총장 “예멘 난민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폴 크루그먼, “무역전쟁으로 세계 교역량 3분의2 감소할 것… 한국이 가장 취약”

폴 크루그먼 “트럼프발 무역전쟁, 함께 가난해지는 군비경쟁과 같아”

제주포럼 2일차 "한일관계 '응답하라 1998(김대중-오부치 선언)"

폴 크루그먼 "한국, 글로벌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

폴 크루그먼 "세계무역 3분의 2 줄수도…韓 큰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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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신뢰하되 확인하라” 

강경화 장관 "대북 제제 안에서 북한과 협력 모색할 것"

강경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대북 협력 방안 모색"

“北 아직 완전한 비핵화 의지 보여주지 않았다”

이낙연 “北 경제우선 정책 절박성·진정성 인정된다”

폴 크루그먼 "트럼프의 무역전쟁 승리 장담 못해… 되레 美 일자리 수백만개 사라질 것"

문정인 "北·美 협상 낙관" vs 조셉 윤 "비핵화 오래 걸릴것"

李 총리 "남북 교류 협력, 투트랙 추진…난관 있겠지만 과거와는 다를 것"

반기문 전 총장 “최선 다하되, 최악도 대비”

폴 크루그먼 “경제대국 수출입 감소 15~20% 예상, 한국은 그 두 배”

“무역전쟁 탓 교역 67% 감소 예상… 韓 가장 취약”

문정인 “북한이 원하는 건 수령체제 인정”

문정인 "北 요구는 3대 수령제·사회주의 경제체제 인정해 달라는 것"

반기문 “남북관계 개선-한·미동맹 투트랙 유지해야”

“독일·프랑스 청소년 연 20만명 교류 … 한국·일본도 인적·문화 교류 늘리자”

이낙연 “남북 평화 공존 번번이 실패 … 이번엔 다르다

크루그먼 “무역전쟁, 군비경쟁처럼 다 망하는 길”

강경화 “북, 완전한 비핵화 확신 전까지는 안보리 제재 유지돼야”

조지프 윤 "北 충실한 핵리스트 내놔야"

강경화 장관 “제주 예멘 난민 문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

강경화 "외교부, 제주도 예맨 난민 문제에 힘 싣겠다

IFEZ, 제주포럼서 ‘경제자유구역 라운드 테이블’ 세션 행사 개최

외교부도 제주 예멘 난민 문제 힘 싣는다

강경화 "제주 예멘난민 사태, 정부도 고민…적극 나설 것"

中 전문가 “北, 철도체계 개선 위해 中 아닌 러시아와 협력 중”

美대사대리 "한미 연합훈련, 北비핵화 진전 없으면 재개 가능"

주한 프랑스 대사, 르노삼성 SM3 Z.E. 타고 청정 제주 누비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교육·문화·과학 분야 남북 교류 지원하겠다"

내퍼 美 대사대리 "비핵화 진전 못하면 한미 연합훈련 재개"

내퍼 "원하는 진전 없으면 한미훈련 언제든 재개 가능"

미국 대사대리 "한미 훈련, 재개할 수 있다"

주진형 "최저임금 인상은 선무당 같은 소리" 비판 눈길

르노삼성,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에 의전차 ‘SM3 Z.E.’ 제공

"주한미군 현재 수준으로 유지…훈련 중단, 외교적 기회 늘려"

르노삼성, 주한 프랑스 대사에 SM3 Z.E. 의전차 지원

"인도ㆍ태평양 구상, 새로운 냉전 일으킬 수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중국 역할은...남북미 3자 종전선언 유효할까

“美의 수입차관세 추진, 잘못된 길”…주한 美상의 부회장 ‘따끔한 일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 활력 모색

"개성공단, 폐쇄형 경제특구로 운영해 실패"

"북한 인민군, 향후 경제개발 과정 최대 수혜자 될 가능성"

내퍼 "비핵화 진전 없으면 한미 훈련 쉽게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구상, 새로운 냉전 일으킬 우려"

"북, 종전선언 요구한 적 없어… 한국이 원했을 가능성 충분"

연일 난문 보호 목소리 내눈 배우 정우성 "난민에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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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Broadcasting

2018-06-20

2018-06-24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9

KBS

YTN

MBC

MBN

SBS funE

JTBC

KBS

KNS 뉴스통신

MBC

MBN

MBN

TBS

YTN

연합뉴스TV

Arirang TV

BBS

JTBC

KBS

MBC

MBN

SBS

SBS CNBC

SBS funE

TBC

YTN

Arirang TV

Arirang TV

JTBC

정우성 ‘난민의 날’ 맞아 “난민에 대한 이해와 연대” 호소

국제교류재단, 22개국 중견언론인 초청

제13회 제주포럼 시작…난민문제도 논의

배우 정우성 "예멘 난민 문제, 필요하다면 목소리 낼 것"

정우성 "난민, 어려워 말라…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9점" vs "5점"…제주포럼 '북·미 정상 합의 평가' 격론

이 총리 “김정은 경제우선 정책, 절박함과 진정성 인정”

2018 제주포럼 서귀포 중문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

이 총리 "김정은 경제우선 정책, 절박함과 진정성 인정

정우성 예멘난민, 소신 발언…변함없는 개념 배우의 행보

문정인 "비핵화 시간표 곧 나올 것"·조셉윤 "북 비핵화 10점에 5점"

배우 정우성 "예멘 난민문제, 필요하다면 목소리 낼 것"

이낙연 "김정은, 군사대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

이총리 “김 위원장 경제우선 정책, 진정성 인정”

Jeju Forum kicks off amid peace atmosphere on Korean Peninsula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멘 난민' 문제 힘 실을 것“

북 CVID 달성-비핵화 이탈 가능성은…'싱가포르 선언' 이견들

내퍼 대사대리 “한미 연합훈련, 북 비핵화 진전 없으면 재개 가능”

미 대사대리, 비핵화 진전 없으면 연합훈련 재개

문정인·조셉 윤, 제주포럼서 비핵화 성공전략 논의

美대사대리 "한미연합훈련, 北 비핵화 진전 없으면 재개 가능"

폴 크루그먼 “세계무역 3분의 2 줄수도”

정우성 "예멘 난민 반감 이해하지만 인권 생각해달라"

JIBS 한반도 평화 제주역할 주목

美 대사대리 "北비핵화 진전 없으면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the 13th Jeju Forum starts off 

Korea's foreign ministry calls on UNESCO to cooperate with Pyongyang

포괄적 접근·완전한 신고서…'비핵화' 다양한 해법 제시

2018-05-28

2018-06-07

2018-06-08

2018-06-21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7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中央日報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Times

中央日報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Herald

Korea JoongAng Daily 

KBS World Radio

Kstyle

The Korea Herald

Yonhap News

Yonhap News

韩联社
InsideSources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Herald

The Korea Herald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The Korea Times

Yonhap News

聯合ニュ〡ス

中央日報

中央日報

The Globe and Mail

Asia News Network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Korea JoongAng Daily 

TBS eFM

The Korea Herald

Yonhap News

中央日報

中央日報

済州フォーラム、来月２６日から３日間開催…「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
13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on June 26-28

ASEAN, a key partner for Korea's future 

＜済州フォーラム＞２６日から開催、「アジアの平和再確立」
[JEJU FORUM] Korea, Japan remember joint declaration

[JEJU FORUM] World leaders convene in Jeju to build peace

[JEJU FORUM] Actor brings attention to refugees’ plight

[JEJU FORUM] UNESCO director stresses multilateral cooperation

[JEJU FORUM] Global Advisory Committee evaluates flurry of summits

[JEJU FORUM] Ramos-Horta: ‘There are no shortcuts to peace’

[JEJU FORUM] Paul Krugman to speak on trade risks to East Asia

[JEJU FORUM] Moon, Zelikow to discuss strategies for peace

Jung Woo-sung attacked for supporting Jeju’s Yemeni refugees

[JEJU FORUM] Timing is perfect for forum on peace

Knapper: Military Exercise Suspension is Reversible 

チョン・ウソン、南北平和事業の広報大使のオファー受ける…就任なるか
‘Economic interdependence key to resolving nuclear standoff’: 

ex-Unification Minister

Jeju Forum to open amid summit-driven peace mood

(LEAD) Jeju Forum opens amid summit-driven peace mood 

演员郑雨盛：若有必要将为难民问题发声
Mattis, Pompeo Policy Differences on Korea 

At Jeju Forum, many roads lead toward peace

Summit diplomacy breaks vicious cycle on Koreas, US: Cheong Wa Dae official

Trade war to intensify, make world poorer: Paul Krugman

Denuclearization talks less likely to be derailed': Joseph Yun, Moon Chung-in

Actor suggests allowing Yemeni refugees to leave Jeju for Seoul 

Actor Jung Woo-sung criticizes double standard on refugees 

Prime minster says S. Korea maintains two-track approach toward N. Korea ties 

韓国首相 韓日・日韓議連と面会＝「両国関係生かしていこう」 
済州フォーラム開幕…急変する韓半島情勢を議論
＜済州フォーラム＞俳優チョン・ウソン

「他民族を排斥して子どもに世の中を愛せと言えるか」（２）
Bold visions will bring permanent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Trade war to intensify, make world poorer 

In Jeju, optimism for a new geopolitical normal

Refugee issue prominent at Jeju Forum

[VIDEO NEWS] Jung Woo-sung advocates for tolerance at the Jeju Forum

No Progress From N. Korea Could Resume Joint Seoul-Washington Drills: Knapper

‘Two Koreas should be at center of denuclearization process’: Zelikow

(News Focus) Korea peace process tests harmony among regional powers 

＜済州フォーラム＞韓国首相「南北平和共存はいつも失敗…今度は違う」
＜済州フォーラム＞ノーベル賞受賞の経済学者 「貿易戦争、軍備競争のようにすべて滅びる道」

2018-06-30

2018-07-02

2018-07-03

2018-07-03

2018-07-05

2018-07-05

2018-07-05

2018-07-05

중앙SUNDAY

국민일보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세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사설] 온 사방에서 경고음 울리는 한국 경제

갈수록 고조되는 무역전쟁… ‘한국경제에 치명적’

폴 크루그먼 독점 인터뷰① "미국 금리 인상 성급했다"

폴 크루그먼 독점 인터뷰② "무역 전쟁은 멍청한 짓, 세계 교역 1950년대로 회귀할 것"

정우성 "난민문제 부자라 잘 모른다? 어릴 때 철거촌 전전·악플 이해 위해 두번씩 읽어”

정우성 "난민 반대 충분히 이해…악플 두번씩 읽는다" 소신발언

정우성, 난민 발언 소신 “범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편견”

‘난민’에 대한 정우성의 ‘소신발언’… “생존권을 나누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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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6-28

2018-07-06

2018-07-09

2018-07-19

2018-07-30

中央日報

中央日報

中央日報

中央日報

中央日報

韩联社
The Straits Times

UVA Today

The Jakarta Post

Korea JoongAng Daily 

＜済州フォーラム＞福田元首相「韓日中が協力すれば世界に影響力」
＜済州フォーラム＞「独仏青少年、年間２０万人交流…韓日も人的・文化交流を増やそう」
＜済州フォーラム＞韓国大統領特別補佐官 「北朝鮮が望んでいるのは首領体制の認定」
韓経：＜済州フォーラム＞ノーベル賞受賞の経済学者 「韓国、世界貿易戦争に最も脆弱」
俳優チョン・ウソン　イエメン難民問題に「必要あれば声上げる」 
教科文组织总干事：时代呼唤韩朝和解
A second wind for Seoul's Southern Policy

What Will It Really Take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Let's learn from Korea's peace process

The cost of inadequate ambition

2017-11-24

2018-04-18

2018-04-18

2018-04-18

2018-04-18

2018-05-06

2018-05-06

2018-05-06

2018-05-07

2018-06-03

2018-06-04

2018-06-14

2018-06-14

2018-06-14

2018-06-14

2018-06-18

2018-06-18

2018-06-20

2018-06-20

2018-06-20

2018-06-20

2018-06-21

2018-06-21

2018-06-24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중도일보

국제뉴스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국제뉴스

뉴시스

연합뉴스

아시아뉴스통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

국제뉴스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싱글리스트

노컷뉴스

뉴스1

스포츠조선

티브이데일리

국제뉴스

뉴스1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스포츠동아

국제뉴스

뉴스1

뉴스1

뉴스1

경기 김포, 접경지역 시장군수協에서 ‘2018 제주포럼 공동세션 운영’

제주포럼,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초점 맞춰 개최

제13회 제주포럼, 정상회담 후 한반도 체제 내다본다

제주포럼 6월26·28일 개최…폴 크루그먼 등 연사로 초청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제주포럼 6월 26일 개막

제주포럼서 '평화도시 세션' 개최…국가 갈등 치유사례 공유

제주도, 제주포럼에서 '평화도시 세션' 운영

6월 제주포럼서 세계 평화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

제주포럼서 ‘평화도시 세션’ 운영… 국가 갈등 치유사례 공유

정우성, 26일 제주 포럼서 대담 진행…난민 문제 알린다

정우성, 제주 포럼서 난민 문제 대담

제주포럼에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온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포럼 참석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포럼 참석예정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포럼 첫 참석…도지사와 특별 대담

접경지역 미래는···접경지역시장군수協 제주포럼 참가 

정우성,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소신 “필요하다면 목소리 낼 것”

JDC,제주포럼에서 지속가능 미래형 도시계획 모색

JDC, 제13회 제주포럼에서 '스마트시티 미래' 세션 개최 

정우성, 난민 문제 언급 "희망이 되어주시길" 소신 발언

정우성, 난민문제 언급 "이해와 연대로 희망 되어 달라"

JDC, 제주포럼서 '자원순환 사회위한 공공 새로운 역할' 세션 개최

JDC, 제주포럼서 '자원순환사회 공공 역할' 세션 운영 

국제교류재단, 해외 22개국 언론인 초청해 '친한파 만들기'

외교부 "제주포럼서 한중일 화합 위한 공공외교 전략 논의"

외교부, 26일 제주포럼서 공공외교 전략 논의

정우성 “난민 문제는 평화의 문제…모두가 살자는 것”

평화도시연대 협력체계 구축...元, "협력과 연대는 평화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주포럼 오늘 개막…대전환기 맞은 한반도 정세 전망

이종석 "北과 경제협력체 구성, 최선의 전쟁방지 방법"

이종석 "北군부, 이미 정리…냉전해체 과정서 저항 안 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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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뉴시스

조셉 윤 "北비핵화 진정성 확인, 보유 핵 신고 선제돼야"

정우성 "예멘 난민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 있을 수 없는 일"

제주포럼 오늘 개막… '세계난민 문제'도 토론

원희룡 제주포럼서 "세계 평화도시 연대 구축" 제안 

정우성 “난민 강제소환은 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결정”

한센동 中교수 "한미 '중국방해론'…중국 이해하지 못해 비롯"

이종석 전 장관 "가장 좋은 전쟁 방지법, 北과 경제협력체 만드는 것"

[제주포럼] 원희룡 지사 “감귤 비타민C 외교 재개로 남북도시 교류 강화”

조셉 윤 "北, CVID에 동의 안 한 듯…종전선언은 시기상조"

"北과 경제적협력체 구성, 비핵화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진징이 中교수 "3자 종전선언은 긁어부스럼"

조셉 윤 "北, 완전 비핵화에 동의 안했다"

이혜정, “남북-북미정상회담 의미는 한국전쟁 종식”

원희룡 지사 “남북교류협력…북한과의 도시외교 적극 추진”

“접경지 활용, 남북교류 폭넓은 논의 필요”

“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오해를 깨부순 정우성의 직언

원희룡-반기문, 예멘난민 문제 의기투합 한목소리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원희룡,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새로운 세계질서여는 역사적 대전환점"

원희룡, 캐나다·일본 전 총리와 국제정세 의견 교환

폴 크루그먼 "트럼프발 무역전쟁…한국에 커다란 위협"

원희룡·반기문 “예멘난민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정우성,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감정적 접근 안돼" 

강경화 "대북제재 틀 안에서 北과의 협력 방안 모색"

조셉 윤 “북한 CVID 동의 안했다고 본다”

정우성 만난 원희룡, 제주-북한교류 홍보대사 요청 

크루그먼 교수 "韓, 무역전쟁 일어나면 상당히 취약" 

李총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보지 못했지만 좌절않을 것"

반기문 전 총장 "한미동맹 근간 흔드는 결정 경계해야"

반기문 "한미동맹 대북협상카드 아니다…검증이 먼저"(종합)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정상회담 이후 첫 제주포럼 개회 

李총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보지 못했지만 좌절않을 것"(종합) 

강경화 "재제 틀 안에서 北과 선의의 협상 지속할 것"

문정인vs조셉 윤, 북미 후속 협상 '엇갈린 전망' 

문정인 "비핵화 변화없다면 남북경협 진전 어려워" 

문정인 "北비핵화 위해 '인센티브'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접경지역 시장·군수協, 접경지역 남북협력방안 토론회 

정우성, 예맨 난민 논란에 “해결방법 현명하게 찾아가야” 

이낙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한일관계, 함께 노력하자"

韓日의원연맹 접견한 이 총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국제사회 도와야"

원희룡, 제주포럼서 각국 지도자들과 잇단 면담

원희룡- 정우성 "예멘난민 문제 인도적 차원관리" 공감

“무역전쟁 위기 중심에 미국, 관세율 40%까지 치솟을 것”

원희룡, 제주포럼서 '북·미정상회담 제주개최' 다시 제안

반기문 “북한 비핵화, 급작스러운 결정은 경계해야”

이 총리 "남북 평화공존 시도, 난관 있겠지만 과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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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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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통일뉴스

통일뉴스

티브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신문

원희룡-오르타 前동티모르대통령 제주포럼서 환담

문정인 “대북 패러다임, 제재에서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강경화 외교장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 협력 모색할 것"

서영교 의원, “한반도 평화와 번영 위한 한일의원들의 의지 모아야”

‘난민 발언’ 정우성, 소신발언에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폴 크루그먼 "한국,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

노벨경제학상 폴 크루그먼 "미국 일자리 감소 중국 때문 아냐"(종합)

반기문 "한미동맹, 근간 흔들 결정 경계해야"

김홍걸 "日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복원사업 北과 공동 추진"

문정인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대북제재 관계없이 추진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 "韓정부는 한반도를 세계평화 발신지로 바꿀 것"

이낙연 국무총리, 제주포럼 참석 개회식 기조 연설

폴 크루그먼 "수출지향적 韓,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

폴 크루그먼 “中, 세계 경제의 ‘악당’…선진국 갉아먹어”

강경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北과 협력방안 모색할 것"

강경화 “제재 틀속 北과 협력 모색할 것”

원희룡·반기문 "예멘 난민에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크루그먼 "무역전쟁으로 교역량 67% 감소 예상…韓 가장 취약"

정우성 '제주-북한 연결 평화 메신저' 될까…제주도지사 요청

이총리 "김정은 경제우선 정책, 절박함과 진정성 인정"

이총리 "김대중-오부치선언 20주년, 한일관계 살리는 데 노력"

강경화 "제재 틀속에서 北과 협력 모색할 것"

닝푸쿠이 "中, '대북제재 엄격·전면 준수' 입장에 변함없어"

폴 크루그먼 "무역전쟁 지속되면 평균 관세율 40%대로 오를것"

반기문 "한미동맹, 北비핵화 협상카드 아니다"(종합)

이낙연 총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미 3자 선순환 구조로 전개"

"응답하라 1998..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 계승해야"

석학 크루그먼의 경고…"對中 보복 관세, 결국 한국 몫"

고조되는 韓비핵화 프로세스..앞으로 中·日 행보는

크루그먼의 경고…"트럼프 對中 보복 관세, 결국 韓 피해"(종합)

정우성 ”제주 예멘난민 반감·불안감 이해…무사증 입국 불허는 반대”

원희룡 지사 “북한과 적극적 도시외교 추진할 것”

원희룡, 정우성에게 남북평화교류 메신저 역할 제안

폴 크루그먼 “아시아만의 무역블럭 형성해야” 

원희룡 지사, 제주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안

경기 김포, 접경지역 시장·군수協- 제주포럼 세션 공동운영

이낙연 총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거와 다른 세 가지 있다"

포스트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북 도시들과 연대.협력 강화”

청와대 관계자,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성취 있어야”

정우성, 예멘난민 문제에 “필요하다면 목소리 낼 것” ‘개념 배우의 소신 발언’

원희룡, 정우성 만나 '남북교류협력' 홍보대사 제안 

원희룡·반기문 "예멘난민 인도주의적 의무 다하자"

원희룡,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평화의 섬, 제주’ 거듭 제안

“무역전쟁 위기 중심은 미국, 관세 40%까지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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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중도일보

쿠키뉴스

톱스타뉴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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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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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아시아투데이

남북관계 '희망적'..이낙연 총리 "난관 예상되나 과거와는 다르다"

이낙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한일관계 다시 살려나가자”

강경화, "제주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IFEZ 제주포럼 “한중일 성장거점, 경제협력 전전기지 되어야”

내퍼 美 대사대리, “北비핵화 진전 없으면 한미훈련 언제든 재개”

정우성 '난민' 발언은 숨구멍…"우리가 곧 '다문화'"

르노삼성, 주한 프랑스 대사에 전기차 SM3 Z.E. 의전 제공...제주포럼 일정 소화

강경화 "예멘 난민문제 정부도 고민…적극 나설 것" 

강경화,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대북사업 공동 모색" 

예민 난민문제, 정우성 "난민 입국 제어는 위험성이 내포된 방법" 발언보니?

원희룡 지사, 외교부에 ‘예멘 난민 사태’ 실무 인력 지원 요청 

강경화 외교부장관 "제주 난민문제, 중앙과 함께 치러야 할 홍역"

"유니타르 제주센터 발전협력"…원희룡 지사·니킬 세스 사무총장 환담

아줄레 유네스코 총장 "제주는 자연유산 보존·발전의 전형"

르노삼성차, '제주포럼' 참석 주한 프랑스 대사에 의전용 SM3 Z.E. 제공

강경화, 유네스코 사무총장 만나 '北 교류·협력' 역할 당부

내퍼 美대사대리 "비핵화 진전 없으면 언제든 한미훈련 재개"

강경화 장관 "예멘난민 문제, 힘 싣겠다…중앙정부 고민 많아"

“한·중·일 성장거점, 경제협력의 전전기지 되어야”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교육·문화·과학 분야 남북한 민간교류 적극 지원할 것"

문정인, “北, 3대 수령제‧내정불간섭‧사회주의 경제 인정 요구하는 것”

美대사 대리 "한미연합훈련 유예 번복 가능…北에 기회 줄 것"

문정인, 제주포럼서 “대북 관계, 제재에서 인센티브 패러다임으로”

강경화-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실질 협력방안 모색

외교부 장관 "'예멘 난민' 문제 힘 싣겠다"…제주포럼서 약속

美대사대리 "한미연합훈련, 北비핵화 진전 없으면 재개 가능"

유네스코 사무총장 "분단체제 극복은 시대적 과제"

주한 美대사대리 "北 진전없으면 한미훈련 언제든 재개"

“트럼프, 말과 행동에 일관성없어..너무 ‘일희일비’말아야”

“北합의문 이행, 국내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문정인 “北이 원하는 건 주권보장과 내정 불간섭”

강경화 “제주 난민 문제, 외교부서 힘 실을 것”

강경화 장관 “제주 예멘 난민, 외교부도 적극 나서겠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해녀, 자연·인간 교류 보여주는 아름다운 유산” 

르노삼성, 제주포럼에 전기차 의전차량으로 제공

제주 "예멘 난민문제"에 '정우성'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인천경제청, 제주포럼에서‘경제자유구역 라운드 테이블’세션 행사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 포함 한·중·일 성장거점 경제협력 전진기지 돼야"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는 문화·자연 다양성 지닌 지역”

이수훈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한일관계 한 차원 도약해야”

강경화 “유네스코, 북한과 교류협력서 중요한 역할하길”

강경화 장관 “예멘 난민 해결, 정부도 고민…적극 나설 것”

‘청정’ 제주 화장품기업, 투자유치·세계시장 진출 모색

美대사대리 "한미연합훈련 중단, 뒤집을 수 있어…北비핵화 진전 없으면 재개”

르노삼성,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에 SM3 Z.E. 의전차량 제공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161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160

List of News Reports by Media Type
매체유형별 보도 목록

List of News Reports by Media Type
매체유형별 보도 목록

도내지역언론 Local Media 도내지역언론 Local Media

2018-06-19

2018-06-19

2018-06-19

2018-06-19

2018-06-19

2018-06-20

2018-06-20

2018-06-20

2018-06-20

2018-06-20

2018-06-20

2018-06-20

2018-06-21

2018-06-21

2018-06-21

2018-06-21

2018-06-21

2018-06-22

2018-06-22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5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2018-06-26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민일보

시사제주

미디어제주

제주일보

시사제주

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미디어제주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한라일보

제민일보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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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신보

제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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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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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JDC, 제13회 제주포럼 '평화콘서트' 개최 

JDC, 제13회 제주포럼 ‘평화콘서트’ 개최

JDC, 제13회 제주포럼 폐막기념 평화콘서트 개최 

제13회 제주포럼 기념 JDC 평화콘서트

JDC평화콘서트 울려 퍼진다

제주4·3연구소, 제13회 제주포럼 '4·3세션 운영' 

제13회 제주포럼서 4·3 세션 열린다

JDC, 제13회 제주포럼서 '스마트시티 미래' 세션 운영

제13회 제주포럼, 4.3 관련 2개 세션 운영

28일 제주포럼서 '4.3, 국가폭력과 기억' 세션 

70주년 맞은 제주4.3,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4.3과 국가폭력은?

제주포럼에 북측 초청 무산…남북교류사업은 지속

제13회 제주포럼 '4·3, 국가폭력과 기억' 4·3세션 

제주포럼 참석하는 정우성 예멘 난민 관심 호소

JDC, 제주포럼서 '자원순환사회 위한 새 역할' 세션 운영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공공의 역할

JDC 26일 제13회 제주포럼서 세션 진행

제주포럼 해외언론 참가 이어져...언론인세션 진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언론인 제주포럼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아시아 평화 재정립' 제13회 제주포럼이 내일 개막

광주 5.18 진실 밝힌 '팀 셔록' 기자, 제주포럼 온다

제주포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제주포럼서 섬관광정책(ITOP) 포럼 국제정책세미나 열려

대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주에서 찾는다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정착' 시민사회의 역할 세미나 제주서 개최

한-일 언론인들, 제주서 '북핵과 한반도 통일 등 동북아 정세' 토론

정치/행정 제주서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문제 논의한다

제주포럼 26일 개막...대전환 한반도 평화 논의

대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주에서 찾는다 

제주포럼, 26일 'ITOP 포럼 회원국 국제정책세미나' 개최

"혁신기술 활용한 체험경제 강화 필요"

제주포럼 '환태평양공원도시협의체 컨퍼런스' 세션 개최

원희룡 “북한과 적극적 도시외교 추진”

"환경보호는 습관의 문제…순환경제 교육 중요"

"세계 평화 도시 협력체계 구축하자"

제주포럼 공식 일정 돌입…한반도 정세 전망 '관심'

제13회 제주포럼 26일 개막

원희룡 제주도지사 “북한과 적극적인 도시외교 추진하겠다”

"제주 평화·인권 비전 구체화해야"

원희룡 지사 제주포럼 평화도시 세션..."북한과 도시외교 추진" 

"위협받는 동아시아 국가, 공동 프로젝트로 극복"

제주포럼 26일 개막…대전환기 한반도 정세 전망

정우성 “난민에 대한 인식 바꿔달라” 호소

제13회 제주포럼 개막...'아시아 평화 재정립' 대주제 토론

정우성 "난민문제 찬반이 아닌 인권과 관용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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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뉴스1

투데이코리아

국제뉴스

뉴스프리존

마크 내퍼 "한미훈련 중단, 필요하다면 쉽게 재개 가능"

젤리코우, "비핵화만 앞세우면 성공 못해"

르노삼성, 주한 프랑스 대사에 SM3 Z.E. 의전차량 제공

정우성...'난민 강제소환은 그들을 죽음으로 모는 결정'

원희룡-유엔훈련연구기구 사무총장 면담...지속적 협력 약속

강경화 장관 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 목소리 필요하면 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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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몽골총리에 제주포럼 참석 요청 

문대림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인권의 섬’으로”

‘제13회 제주포럼’ 6월 26일부터 4일간

제주포럼, 노벨상 수상자 3명 참석

제13회 제주포럼,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한반도 평화 방안 중점"

2018 제주포럼 6월 26~28일 제주ICC

노벨상수상자들 제주서 한반도 평화 말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는? 

2018 제주포럼 철저한 준비로 결실 기대

정상회담 후 제주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 바이러스 '제주포럼' 

정상회담 후 제주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 바이러스 '제주포럼' 

원희룡 "남·북·미·중 정상회담 제주 개최 희망" 

원희룡 "남·북·미·중 정상회담 제주 개최 희망"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실현 기대"

6월 제주포럼에 북한 인사 참석하나

제주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 바이러스 ‘제주포럼’

제주를 남북교류의 장으로

제주포럼서 '평화도시 세션' 개최...'평화 확산' 도시간 협력 물꼬

제주포럼 北인사 초청 제안…성사되나 ‘주목’

제주포럼 북한 예술단 초청 '불투명'

제주의 미래를 아세안에서

제주 4·3과 평화 프로젝트

제13회 제주포럼 준비 이상무

제13회 제주포럼 개막 앞두고 막바지 점검 

‘제13회 제주포럼 준비는 끝났다’

평화의 섬' 제주, 제2의 싱가포르 가능성은

원희룡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주 개최, 문 대통령 ‘제주포럼’ 참가 요청"

원희룡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주 유치, 文대통령 제주포럼 참가 건의"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포럼 온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현직 첫 제주포럼 특별대담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포럼 참석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포럼 참석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 제주포럼 온다

제주포럼 북한 인사 초청 불발되나

제주포럼, 제주·유네스코 관계에 새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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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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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제민일보

미디어제주

"북한 도시와 평화 위한 연대·협력 강화"

제주 환태평양평화공원' 프로젝트 안착

배우 정우성 "강제송환은 예멘난민 죽음 내몰 수 있어"

"개방 향한 절박감…北 진정성·지속성 중요"

"난민촌 만들어 일반인 접촉 분리해야"

정우성 "예멘 난민은 국가 넘어 국제사회 해결 방법 찾아야"

"개혁개방 의지 천명한 북한ᆢ비핵화 거스를 수 없을것" 

"난민 문제는 많은 고민과 대화 필요"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방안 공유

"철도 연결 사업은 한·북·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

정우성, 난민에 대한 오해 풀기 비지땀

제주포럼 찾은 반기문, 원희룡 지사에 '예멘 난민문제, 인도적 해결' 당부 

원희룡 지사, 정우성에 "남북 평화메신저 돼 달라" 제안 

원희룡 지사, 캐나다.일본 전 총리와 만나 국제 정세 논해

원희룡-반기문 "예멘난민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원희룡, 반기문·정우성 만나 "예멘난민에 대한 의견 교환"

파비앙 페논 주한프랑스대사, 제주포럼 참석 

원희룡-정우성 “예멘 난민, 인도적 차원의 관리 중요” 공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예멘난민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제주에 적합한 지방분권 모델은 무엇인가?

원희룡, 캐나다·일본 전 총리와 만나 국제 정세 논의 

반기문 “예멘 난민, 제주도 입장에서 어려움 많을 것”

프랑스 대사 제주에 보이는 각별한 애정

제주포럼 찾은 폴 크루그먼 교수

폴 크루그먼 “미국이 무역전쟁 승자? 장담 못해” 

제13회 제주포럼 개회식..."아시아 평화와 번영 위해 지혜 모아야" 

“북미 정상회담 제주도에서” 다시 제안

"예멘 난민 문제 한국의 숙제" 범정부적 해결 제시

"北 비핵화 후속 북미회담 제주서 개최 제안"

"북미정상회담 고평가… 대북제재 완화 등 신중"

이낙연 총리 "정부, 분단 극복 평화 프로세스 이행할 것" 

‘亞 평화 재정립’ 제주포럼 개회식

"제주포럼이 글로벌 평화 플랫폼 역할 담당해야" 

폴 크루그먼 교수 "미국이 세계경제 위기 촉발...아시아 국가 간 다자간 무역체계 구축 필요"

제주포럼,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사례연구' 

이낙연 총리 “최후의 냉전지대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발신지로”

원희룡·반기문 “예멘난민 인도적 의무” 강조

"아시아 평화·번영 위해 국가 간 협력 중요"

"한국, 무역전쟁 취약…수출·입 물량 40% 위축"

이낙연 "한국정부, 한반도 평화-민족번영의 길로 직진할 것" 

"한반도 냉전 종식에 세계가 나서야"

제주포럼 현장서 남북협력 강조

원희룡 “13회째 제주포럼, ‘글로벌 평화 플랫폼’ 역할” 주문

"무역전쟁 현실화할 경우 세계 빈곤율 증가 예상"

“제주에 적합한 지방분권 모델은?” 제주포럼 세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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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제주

제주도민일보

제민일보

헤드라인제주

한일의원 "新 한일공동선언 논의돼야 할 시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열려

[제주포럼] 폴 크루그먼 특별강연

원희룡·반기문 "예멘 난민에 인도주의적 접근" 한뜻

오르타 전 통티모르 대통령 "제주포럼, 평화의 장 자리매김" 

"한반도 비핵화 실현, '신뢰 우선 힘의 균형' 중요"

"북한 '사회주의 주권 인정' '내정불간섭' 원해"

"미·북 신뢰 관계 구축해 나가야"

제주에 국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외교무대 나온 김정은, 국제전문가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는? 

JDC, 국토부 승인 가칭 '국제인재개발원' 설립 

"지방분권, 주민참여와 책임도 강화해야"

제주포럼 세계지도자들 北비핵화 주요의제로

제주포럼 "제주의 적합한 지방분권 모델' 다뤄

이낙연 총리 "남북 분단 극복 평화 프로세스 이행할 것"

문정인 대통령특보 "철도 연결, 나무 심기 등 남북 공동사업 추진 필요"

제주에 외교관 등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들어선다

문정인 "북한 비핵화, CVID 용어에 집착 말아야" 

한·일선언 20주년 양국 정치인 제주서 동북아평화 논의 

"북한 비핵화 이행 전 섣부른 판단 경계해야"

"한반도 비핵화 위해 중국 적극 나서야"

제주포럼 '지방분권' 세션..."연방제 수준 분권 방안은?" 

강경화 장관 “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제주포럼서 기조연설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제주포럼 글로벌 평화 플랫폼 역할해야” 

“평화 속 번영 획득이 궁극적 목표” 

“세입·세출 이양 지방분권 구축의 핵심” 

“무역전쟁 지속 되면 관세 40%대 도달” 

元 지사, 캐나다·일본 전 총리와 국제정세 논의 

강경화 “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강경화 장관 "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강경화 장관 "제주 예멘 난민,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세계 기술혁신 주도할 '지식 허브'로 거듭나야"

"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제주4.3,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국내외 석학 참석 한국사포럼

“제주 예멘난민 문제 적극 도울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제주포럼, '뷰티산업 글로벌 투자유치 전략 모색' 세션 개최

강경화 장관 "예멘 난민 문제 외교부도 적극 돕겠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전략·판단에 집중해야"

강창일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하자” 제안

강경화 외교부장관, "4·3의 아픔과 통한 평화와 인륜으로 승화"

강경화 장관, 제주4·3평화공원 참배

한반도 평화 방안 이목 '집중' 실행 방안 과제

제주 찾은 유네스코 사무총장..."보존과 공존 발전상 보여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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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원희룡, "유엔훈련연구기구 UNITAR 지속적인 협력 약속"

강경화 장관 "4.3의 아픔과 통한, 평화와 인륜으로 승화되길" 

"제주 '평화 프로세스' 논할 최적의 장소"

“제주4·3은 4·19혁명에 앞서는 자주·통일운동”

유네스코 사무총장 "남북 연계 논의, 제주가 최적지" 

강경화 외교, 제주 4.3평화공원 참배...지원 약속 

道, 강경화 장관에 난민 심사인력 지원 요청

강경화 장관 "난민 문제 함께 해결할 것"

"예멘 난민, 지역 문제 아냐...국제사회 영역서 판단해야" 

제주포럼 "걸으며 만나는 제주 문화"

"제주 향토기업 화장품, 글로벌 투자유치 전략은?" 

“4.3의 비극, 반공우익 세력이 4.3의 역사마저 탄압”

원희룡 지사 "제주포럼, 4.3지평 넓히고 세계로 알리는 기회 되길" 

이만열 “제주4.3, 한국 근현대사의 위대한 민주운동”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와 협력 강화"

제주도내 향토기업 글로벌 전략 모색

"제주4·3과 같은 역사적 아픔 평화 예술로 승화"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전하는 20년 전 4.3 취재 뒷얘기

"전쟁보다 대화와 외교 우선해야"

이어도연구회, 제13회 제주포럼에서 단독 세션 개최

제주포럼 '평화섬' 세션..."평화의회, 평화교육, 평화항 3대정책 추진"

제주4·3 다음을 위한 논의 확대해야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안될 제주포럼

서귀포여고, '제13회 평화와 번영 제주포럼' 참관

서귀포여고 제13회 제주포럼 참가

제주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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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참가자 등록 

Participants Analysis and Satisfaction Survey
참가자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총 71개국 5,556명

카테고리별 등록인원(명)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응답자 수 : 991명)

      Which of the following categories best describes the organization you work for?
    

국가별 참석 인원

카테고리별 통계

SPECIAL GUEST

SPEAKER

PARTICIPANT

RAPPORTEUR

PRESS

ORGANIZING COMMITTEE

STAFF

Total

128

418

4,457

45

185

60

263

5,556

28%

8%

80%

1%

3%

1%

5%

100%

  카테고리                     참석자        %

28%

19.2%

10.8%

6.7%

37.9%

17.8%

13%

13.4%

58.1%

15.4%

10.5%

12.3%

4.8%

23.5%

8.7%

2.1%

20.3%

7.4%

18.1%

8%

80%

1%

3%
1%

5%

국가명 참석자

그리스 2

나이지리아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네덜란드 1

네팔 4

뉴질랜드 3

대한민국 4,972

덴마크 2

도미니카공화국 2

독일 10

동티모르 4

라오스 4

라트비아 1

러시아 9

루마니아 2

르완다 1

말레이시아 4

멕시코 1

모로코 1

몰디브 2

몽골 8

미국 65

미얀마 2

방글라데시 2

국가명 참석자

베트남 7

벨기에 1

불가리아 1

솔로몬제도 1

스리랑카 2

스웨덴 2

스위스 2

슬로바키아 2

슬로베니아 1

싱가포르 2

아일랜드 1

아프가니스탄 1

앙골라 1

에콰도르 1

에티오피아 1

영국 6

예멘 3

오스트리아 2

온두라스 1

요르단 1

우간다 1

우크라이나 1

이탈리아 2

인도 10

국가명 참석자

인도네시아 13

일본 175

자메이카 1

적도기니 1

중국 138

체코 2

캄보디아 3

캐나다 7

코스타리카 1

크로아티아 1

키르키즈스탄 3

탄자니아 1

태국 8

터키 1

튀니지 1

파나마 1

파라과이 1

파키스탄 2

프랑스 10

핀란드 1

필리핀 19

헝가리 4

호주 5

Total 5,556

1) 정부산하

2) 연구기관 

3) 기업체

4) 대학 및 교육기관 

5) 언론사

6) 기타

Public Sector

Research Institute

Business

Education (e.g. university)

Press

Other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분야는? (응답자 수 : 991명)

      What type of industry do you work in?

    

3. 귀하는 어떤 역할로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응답자 수 : 991명)

      What has been your role here at the Jeju Forum?

    

1) 연사 또는 특별초청 

2) 세션 참여기관 실무자  

3) 일반참가자(참관 등)

4) 기타 

Diplomacy, 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Business

Culture, Art, History

Environment

Education, Training

Local Autonomy

Information Technology

Other

1) 외교, 안보, 국제협력

2) 경제, 경영

3) 문화, 예술, 역사

4) 환경

5) 교육, 훈련

6) 지방자치 

7) IT 

8) 기타

Invited Speaker

Staff of Session Organizer/Sponsor

Observer

Other



32%

29%

10.7%

18.4%

12.3%

9.8%

8.8%

10.9%

18.3%

17.2%

23.3%

9.1%

Participants Analysis and Satisfaction Survey
참가자 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귀하께서 제주포럼을 알게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가능) (응답자 수 : 991명)

      How did you learn about the Jeju Forum? (One or more)
    

5. 귀하의 제주포럼 참여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가능) (응답자 수 : 991명)

      Please describe your main purpose of participation (One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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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Analysis and Satisfaction Survey
참가자 분석 및 만족도 조사  

6. 귀하의 제13회 제주포럼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 991명)

    Please mark the appropriate box.

1) 과거 참여 경험 

     Past participation experience
2) 광고(신문, 방송, 잡지, 학회지 등) 

     Media (newspapers, broadcasting, magazines, etc.)
3) 회사 내 정보 혹은 주변인을 통해 

     Colleagues, friends
4) 인터넷 매체(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 

     Online media (website, newsletter, SNS, etc.)
5) 초청장 

     Invitation letter
6) 포스터, 현수막 등 옥외홍보물을 통해 

     Posters, banners, or leaflet
7) 기타 

     Other

1) 평화,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 

     Interest in peace, diplomacy and security
2) 경제, 경영,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Interest in business, economy and environment
3)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To build a global network
4) 유명인사들의 강연 청취 

     To audit world leaders’ messages
5) 기타

    Oth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No. 답변옵션
Category

전혀 동의안함
Strongly 
oppose

매우 동의함
Strongly 

agree

 1                  2                  3                  4                  5 

사전 홍보가 잘 되어 행사 참여에 흥미를 느낌
The promotion ads were easy to find and drew me in.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이 편리했음
The registration process on the 
homepage was convenient.

등록데스크 서비스가 친절하였음
The registration desk staffs were 
kind enough in handling the inquiries.

공항-행사장 교통이용이 편리하였음
Transportation was convenient to the venue.

포럼 주제(Theme) 선정이 적절하였음
The theme of the forum was timely and relevant.

프로그램 구성 및 시간할당이 적절하였음
The organization of programs and time 
allotment of them were appropriate.

연사의 전문성과 인지도에 만족함
Speakers/panelists had enough expertise and profiles.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음
Programs were good enough to be interested in.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The program proceeded smoothly.

동시통역 서비스에 만족함
The quality of interpretation services was satisfactory.

호텔 서비스가 만족스러움
The accommodation was satisfactory.

연회음식이 만족스러움
The quality of banquets and meals was satisfactory.

전시프로그램(홍보부스 운영 및 이벤트)이 적절하였음
Exhibition programs and special 
events were well organized.

내년 제주포럼에 참가할 의향이 있음
I’m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Jeju Forum next year.

주변동료들에게 포럼 참가를 권장하고 싶음
I’m willing to encourage colleagues to 
participate in the Jeju Forum next year.

행사장 내 안내시설이 이용에 편리하였음
The information desk was easy to find and useful.

1.8%

1.0%

1.2%

1.1%

1.3%

1.1%

1.1%

1.2%

0.7%

0.5%

1.4%

1.1%

1.9%

1.6%

0.5%

0.8%

7.5%

3.7%

4.0%

2.2%

4.2%

2.6%

4.6%

2.5%

2.3%

2.4%

3.9%

3.3%

4.0%

5.8%

3.4%

2.2%

25.1%

22.6%

16.6%

13.8%

20.7%

13.6%

19.5%

15.4%

13.0%

15.6%

22.1%

28.0%

30.4%

27.0%

15.3%

16.3%

40.3%

39.3%

41.3%

39.3%

38.6%

42.5%

43.8%

42.9%

41.6%

43.5%

37.6%

35.5%

36.7%

36.6%

37.8%

38.7%

25.2%

33.3%

36.8%

43.6%

35.1%

40.1%

31.0%

38.0%

42.4%

38.0%

35.0%

32.1%

27.0%

29.1%

43.1%

42.1%



HIGHLIGHTS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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