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는 1.24(수) 오후 13:20~18:00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평창올
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전략”을 주제로 ｢세종정책포럼｣을 개최합
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가전략 연구를 선도해온 세종연구소는 본 ｢세종
정책포럼｣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관계자, 언론인이 모여서 나름의 고민
을 나누고 소통하며 정책적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한국의 전
략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서 그간 오랜 대화 단절 상태에서 벗어
나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극적 국면전환이 발생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완성 단계에 근접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
련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또다시 크게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연구소는 이번 ｢세종정책포럼｣을 통해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을 평가하고, 평창올림픽 개최 전후의 한반도 정세에 관해 진단해보면서
북한의 향후 동향을 전망해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 논의를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면서 북한을 비핵화 프로
세스로 유도할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볼 계획입니다.
세종연구소는 이런 시의성 있는 중요 현안에 대한 발표·토론을 통해서 정책결
정자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돕고, 관련 학자·전문가들의 담론 확대에 기여하
며, 추후 언론 및 일반 국민과의 정책적 소통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12일
세종연구소장 진 창 수

 주최 : 세종연구소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13:20~18:00 (2개 세션)
 장소 : 서머셋팰리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인원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소외 전문가, 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 30여명

(비공개회의)

시간

프로그램

13:20-13:30

개회사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13:30-15:30

제1회의_남북 고위급 회담 및 평창올림픽 개최 여건 평가
• 사회__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발표 및 토론

• 발표__김용현(동국대학교),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남북고위급 회담 평가
- 평창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한반도 정세
- 북한의 향후 동향 전망

15:30-16:00

휴식 Coffee Break

16:00-18:00

제2회의_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추진 전략
• 사회__진창수 세종연구소장

발표 및 토론

• 발표__고유환(동국대학교), 박종철(통일연구원)
- 남북고위급 회담 이후 상황 평가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와 전략, 우선순위
-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 공조의 조율

18:00-18:10

Wrap-up

18:10-20:00

만찬 Dinner

패널 (가나다 순)
세종연구소
진창수 소장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백학순 수석연구위원
우정엽 연구위원
※옵저버
정재흥 연구위원
조경환 객원연구위원

전문가
고유환 (동국대학교)
김용현 (동국대학교)
김재철 (가톨릭대학교)
김흥규 (아주대학교)
박종철 (통일연구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을출 (경남대학교)

정부 관계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정책기획관
통일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정책실
경기도 통일기반조성
담당관 등

언론인
강태호 (한겨레)
왕선택 (YTN)
이미숙 (문화일보)
이하원 (조선일보)

 상기 프로그램 및 패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