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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평창평화포럼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창평화포럼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평화 구축의 모멘텀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이어가는 글로벌 평화 플랫폼입니다.

특히 2020 평창평화포럼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순간이라는 인식 아래 

70년 분단과 반목을 넘어 역사적인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포럼 기간 동안 국내외 유수의 연사들이 함께하는 세션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을 준비하였으니, 

부디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평화의 시간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짐 로저스 구닐라 린드버그 최재천 이미경 할 존스

| 경제

공동위원장 Co-Presidents

| 스포츠 | 생태 DMZ | UN SDGs | 공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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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도시, 평창에서 열리는 

2020 평창평화포럼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평창평화포럼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조성된 평화와 화합 정신을 널리 알려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하

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논의의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뤄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 포럼

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을 담은 「평창평화의제 2030」을 

채택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시작된 세계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렵지만 강원도가 한반도 평

화를 위해 고민하고 평화를 위한 공공 외교를 해나간다면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인

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 평화에 대해 논의

할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구축된 평화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평화의 일상이 항

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0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여

러분을 통해 이곳 평창에서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곳으로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정 속에서 피어난 평창의 평화정신이 지난해에 이어 올 해

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0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매

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화도시 평창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UN 창설 75주년이자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경자

년 첫 시작에 이 곳 평창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관한 담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은 매

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평화포럼은 스포츠, 경제, 생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4가지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고 평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

시키며 평화를 기반으로 UN의 SDGs를 연계한 실천과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세계 평화기구와 시민단체, 평화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특히 평창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평화 플랫폼으로 만들어 상시 평화의 

담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평창평화포럼이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앞으로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하길 기

대하며 전 세계인이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따스한 평화의 바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

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지혜들이 한데 모여 평화연

합을 이루고 세계 평화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포럼에 참

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  영  사 환  영  사

강원도지사

최 문 순

평창군수

한 왕 기

WELCOME MESSAGE WELCOM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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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 미 경

환  영  사
WELCOME MESSAGE

평창동계올림픽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평창평화포럼이 올해 더 알차고 의미있

는 내용으로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창 평화정신’이라는 유산을 가진 평창에서 매년 개최되는 평화 포럼을 통해 평화 

논의가 확장 발전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포럼에는 40여 개국에서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해 국제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을 통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SDG 16번 목표인 평화는 △빈곤 △인권 △환경 등 

다른 분야와도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범분야 이슈이기도 합니다. ‘평화 없이 개발 없

고, 개발 없이 평화 없다’는 문장에 그 의미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서 각계 각층의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평화’를 논의하는 평창평화

포럼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세계 평화·번

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평창평화포럼은 이러한 논의들이 더 효과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

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성장을 여러분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관심갖고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과 평안이 함

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담론을 위해 이번 포럼에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유 승 민

환  영  사
WELCOME MESSAGE

전 세계를 열광시킨 평화의 드라마, 올림픽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평창동계 올

림픽”의 가장 큰 유산인 ‘평화정신’을 보존·확산하기 위해 창설된 평창평화포럼의 두 번

째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2년 전 오늘 평창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손을 흔들고, 힘을 모아 올림

픽의 평화 정신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인에게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

달하였고, 우리 모두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평창평화포럼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방안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힘찬 여정에 힘을 보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도시, 평창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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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2020년 2월 9일(일) ~ 11일(화)

장       소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

슬  로  건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대  주  제  실천계획 : 종 전 (Action Plan : End the Korean War) 

핵심의제  스포츠, 경제, 생태 (DMZ),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특별주제 : UN 75주년 및 한국전쟁 발발 70년

주최/주관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 

향후 10년(2020-2030)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담은 평창평화의제 2030을 채택

할 예정이다.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실천계획 : 종전 이라는 주제 하에, 종전을 넘어 평화체제로의 전

환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검토하고, 평화와 지속발전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 지속가능한 평화와 경

제, DMZ를 사례로 평화의 생태와 경제적 의미,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평화의 연계 실

천 방안 등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의제에서는 UN과 함께 UN창립 75주년과 한국전쟁 70년의 의미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대

화와 다양한 캠페인이 소개될 것이다.

평화 - 스포츠 ∙ 경제 ∙ 생태 ∙ UN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4개의 클러스터 아래에서 다음 시안에 중점

을 두고 논의를 하게 된다.

은

스포츠와 

평화 

경제와 

평화

생태와 

평화

UN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평화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

•올림픽휴전과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스포츠와 평화에서는 평창올림픽의 평화 유산 확산을 위한 논의를 위해 "올림픽휴전과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경제와 평화에서는 경제의 평화적 측면과 경제가 평화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데, 

구체적으로 남북강원도의 철도망, 도로망, 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금강산, 원산 ∙ 갈마 관광,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지속가능 관광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프로젝트 등을 논의한다.

생태와 평화에서는 평화에서 생태의 의미와 생태적인 평화를 다루는데 DMZ 생태평화공원과 국제

평화지대, 평화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다

룰 예정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평화에서는 2020년 추진 예정인 다양한 국제 캠페인 주관 

및 참여 단체(Stand Together Now, UN 2020, UN SDGs Action Campaign 등)가 모여 효과적

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철도 연결

•원산 ∙ 갈마 관광특구,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프로젝트

•평화에서 생태의 의미와 생태적인 평화

•DMZ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제평화지대와 평화도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과 평창평화의제 2030
/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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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일자 2/10(월) 2/11(화)

09:00~09:30
<전체세션1> 
평화경제 1-1
그랜드볼룸

　

<랩업세션>

그랜드볼룸
09:30~10:00 <평화인재양성  

프로젝트>

평창 아이원 리조트10:00~10:30

10:30~11:00
<전체세션2> 
평화스포츠

콘서트홀

<동시세션3>

평창홀 1+2

<동시세션4>

평창홀3

11:00~11:30
<전체세션1>
평화경제 1-2
그랜드볼룸

<폐회식>

그랜드볼룸11:30~12:00

12:00~12:30 <환송 오찬>

평창홀12:30~13:00 <참가자 오찬>

썬큰가든 / 가든테라스13:00~13:30

DMZ 투어

13:30~14:00
<전체세션3> 

DMZ 평화지대 3-1
그랜드볼룸

<전체세션4> 
UN SDGs 4-1
콘서트홀

<동시세션5>
평창홀 1+2
<동시세션6>

평창홀314:00~14:30

14:30~15:00

15:00~15:30 　 <동시세션7>
평창홀 1+2
<동시세션8>

평창홀3
<동시세션9>

대관령2

<전체세션4> 

UN SDGs 4-2
콘서트홀

15:30~16:00
<전체세션3> 

DMZ 평화지대 3-2　
그랜드볼룸

16:00~16:30

16:30~17:00

17:00~17:30

　

<특별세션 2> 
평화 공공외교

콘서트홀

<동시세션10>

평창홀 1+2

<동시세션11>

평창홀3

17:30~18:00

18:00~18:30

18:30~19:00

<네트워킹 리셉션>
그랜드볼룸

　
　
　
　
　

19:00~19:30 　

19:30~20:00 　

상설 전시(로비) 유관기관 홍보부스 전시, 범이곰이 홍보월, 포토월 등 

프로그램

※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일자 2/9(일)

09:00~09:30 　 　

　
　
　
　

09:30~10:00

　
　

　
　
　
　
　
　

10:00~10:30

10:30~11:00 공식 기자회견

평창홀 1+2
11:00~11:30 <2020 PPF 오리엔테이션>

오디토리움

<평화인재양성  
프로젝트>

평창 아이원 리조트11:30~12:00

12:00~12:30

　

　

12:30~13:00

13:00~13:30 개회식

그랜드볼룸13:30~14:00

14:00~14:30
<기조세션> 

평화지도자의 대화

그랜드볼룸

　

 
14:30~15:00 　

15:00~15:30 　

15:30~16:00
　

<동시세션1>

평창홀 1+2

<동시세션2>

오디토리움

<특별세션 1-1> 
한국전쟁 발발 70년

특별대화

콘서트홀

16:00~16:30

<평화적 상상력
공모전>

평창홀3

<평창 피스컵 Final>
진부체육공원

16:30~17:00

17:00~17:30 <특별세션 1-2> 
UN 75주년  
특별대화

콘서트홀

17:30~18:00

18:00~18:30
　

　

18:30~19:00
<평창평화의 밤>

(초청자에 한함)

그랜드볼룸

　

19:00~19:30 <평화인재양성  
프로젝트>

평창 아이원 리조트19:30~20:00

상설 전시(로비) 유관기관 홍보부스 전시, 범이곰이 홍보월, 포토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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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3:00-14:00 개회식 그랜드볼룸 

14:00-15:30 기조세션  [기조연설 및 평화지도자의 대화] 평화를 위한 글로컬  
             (Global-local) 네트워크 구축

기조연사: 반기문  제 8대 UN사무총장 
           “SDGs와 세계평화” 

좌   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연   사: 그로 할렘 브룬틀란  前 노르웨이 총리
           “지속가능 개발 목표: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열쇠”

           호세 라모스 호르타  前 동티모르 대통령
           “평화에 지름길은 없지만, 우리가 신념을 지켜 나아갈 때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

그랜드볼룸 28

15:30-16:00 커피브레이크 컨벤션센터 로비

15:45-16:45 특별세션1-1  [한국전쟁 발발 70년 특별대화]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   행: 김현경  MBC 보도본부 통일방송추진단장

연   사: 크리스토퍼 힐  前 미국 아태 차관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前 통일부 장관
           “지난 70년 역사의 관점을 바꾸다”

콘서트홀 30

17:00-18:30 특별세션1-2  [UN 75주년 특별대화] UN 75+ & UN 75주년 기념 캠페인

좌   장: 벤 도널드슨 UN 영국협회

연   사: 파브리지오 혹쉴드  UN 사무총장 특별 보좌관
           “UN75 -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화 :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토론자: 살리나 사누  범아프리카 기후정의연합(PACJA) 대표, 케냐

           조반나 쿠에레  Igarapé 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라질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한국

           마크 스텡거  국제 팍스 크리스티 인터네셔널 공동의장, 프랑스

           맨딥 티와나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뉴욕 대표, 인도

콘서트홀 32

15:30-18:20 동시세션1  남북 강원도 스마트 공간개발 협력방안과 재원조달
                 (사)한반도 개발협력 연구원

좌   장: 신봉섭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이상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발제자: 김형석  대진대학교 교수

연   사: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창홀1+2 58

세부프로그램

2월 9일 일요일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5:30-18:20 패   널: 홍양호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북한협력센터 책임연구원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김효진  전기통신기술연구원 원장

           곽경덕  지에스 사장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유창근  SJ테크 대표

           이주철  KBS 남북교류협력단 연구위원

           임완근  평양과기대 기획위원장

           장환빈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북한ㆍ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에너지자원연구센터 소장

평창홀1+2 58

16:00-18:00 동시세션2  평창올림픽 유산과 스포츠와 관광 발전방안

               평창군청

좌   장: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   사: 천장호  평창군 행정지원국장 

           이영주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패   널: 이성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관수  월드컬쳐오픈(WCO) 총감독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연구위원

오디토리움 60

18:30-20:00 평창평화의 밤(초청자에 한함) 그랜드볼룸

한 En:             동시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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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30 전체세션1  [평화경제 1-1]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 :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좌   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장

연   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한반도는 10년 또는 곧 전 세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평화경제의 문을 열다!”

토론자: 유재훈  아시아미래연구원 원장

그랜드볼룸 40

10:30-11:00 커피브레이크 컨벤션센터 로비

11:00-12:30 전체세션1  [평화경제 1-2] 원산-갈마, 금강산의 남북공동 관광 개발

좌   장: 폴라 핸콕스  CNN 서울지국장, 기자

연   사: 존 브래덕  브로드 오크 그룹 인터내셔널 대표
            “사회적으로 적절한 통일 한국의 사업 및 고용 모델“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자문위원
            “북한의 관광산업 개방과 한반도 평화정책”

            주원석  플라이강원(주) 대표
            “원산 관광지구 개방에 따른 강원 하늘길”      

            최승환  ㈜한창해운 대표
            “원산항 개방과 환동해 평화 바닷길 구축”

토론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랜드볼룸 42

10:30-12:00 전체세션2  [평화 스포츠] 올림픽 휴전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확산

좌   장: 이희범  前 2018 평창 조직위원회 위원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연   사: 구닐라 린드버그  前 2018 평창 IOC조정위원장, IOC 위원
           “2020 평창평화포럼의 유산으로서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유승민  2018평창 기념재단 이사장, IOC 위원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

            김기홍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청산인
            “2018평창을 넘어, 한반도, 동북아, 세계평화로”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스포츠를 통한 평화”

토론자: 이반 디보스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IOC 위원

            버나드 라즈만  IOC 위원 

            조수지  前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남북단일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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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30  동시세션3  UN 2020 캠페인 

              UN 2020 

좌   장: 제프리 허핀스  UN2020 & Together First 선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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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30 토론자: 소우 우마르  글로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GCAP) 세네갈  

           드위 루비얀 콜리파  아시아 이슬람 행동 네트워크 (AMAN) 사무총장          

           안드레아스 범멜  국경없는 민주주의 (DWB) 전무 이사

           로베르토 비시오  소셜워치 (Social Watch) 공동 에디터 
           패니 먼린  UN 글로벌 NGO 집행위원회 의장  

           레비 보티스타  UN 협의적지위 NGO 컨퍼런스 (CoNGO)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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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30 동시세션4  국경없는 새를 통해 본 남북 동해해안의 중요성

                 한스자이델재단,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연   사: 더그 왓킨스  EAAFP 대표

           한동욱  (사)에코코리아 PGA연구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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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참가자 오찬
썬큰가든(지하1층) 
가든테라스(1층) 

13:30-15:00 전체세션3  [DMZ 평화지대 3-1] 고성 유엔평화도시 모색과 통합적
                 (integral) 미래로의 전환

좌   장: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 前 법무부장관

연   사: 찰리 라멘토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국제변호사
           “고성 유엔 평화도시 법적 기반 및 전략, 정치, 운영상 요건“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
           “동북아 지정-지경학의 변화와 평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이일청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선임조정관
           “평화에 대한 대한 대안적 모색: 인도주의, 개발, 환경 그리고 
            평화의 넥서스”

           정은영  법무법인 (유한)원 변호사
           “고성유엔평화도시의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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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전체세션4  [UN SDGs 4-1] 평창평화의제2030 : 평화와 SDGs
좌   장: 이성훈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선임연구원/특임교수

연   사: 알린 웨어  핵감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호르헤 칼보 루파네스  국제평화국 (IPB) 부대표

           하샤니 다마다사  평화, 정의, 포용의 사회를 위한 개척자프로그램
                                 부책임자

           존 로마노  TAP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바바라 아담스  Global Policy Watch 대표

           송진호  KOICA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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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동시세션5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활용: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록화

                      강원대학교 올림픽 연구센터

좌   장: 홍석표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 센터장

연   사: 천호준  우석대학교 부교수

토론자: 홍석표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 센터장

           윤거일  부산대학교 강사

           김동수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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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동시세션6  스포츠를 통한 공공외교

                      FHI360

좌   장: 김아람  2018평창 기념재단 교육담당PM

연   사: 라이언 플로드  FHI 360 프로그램 오피서 

           이안 에반스  FHI 360 프로그램 담당자

           댄가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축구 사업 국장

평창홀3 64

14:45-15:15 커피브레이크 컨벤션센터 로비

15:30-17:00 전체세션3  [DMZ 평화지대 3-2] DMZ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

좌   장: 김대건  강원대학교 교수 

연   사: 아나 그리칭  버몬트 대학 국경회담(Bordermeetings) 선임박사연구원
           “세계 평화 유산의 장으로서 DMZ, 기억과 생태다양성, 분쟁고고학의 
            풍경을 함께 만들기”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비무장지대, 민간인출입통제구역과 접경지역의 미래지향적 공간계획"

           함보현  지구와사람 사무처장, 변호사

           정혜진  정혜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DMZ 국제평화지대와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

           이혜은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석좌교수, 문화재위원 세계유산분과 위원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전략”

그랜드볼룸 48

15:15-16:45 전체세션4  [UN SDGs 4-2] 개발협력과 모두를 위한 평화행동

좌   장: 송진호  KOICA 이사

연   사: 김수진  KOICA 사업전략기획팀 평화·거버넌스 전문관
           "KOICA의 SDG16 이행 이니셔티브 소개"

           권윤진  국제이주기구 에티오피아 국가사무소 전문관

           “에티오피아에서의 SDG 16과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 위기에 
            처한 인구를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 창출에 대한 IOM의 기여”

           마빅 카브레라 발레자  여성평화구축자들의 글로벌네트워크 대표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조건”

콘서트홀 53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5:15-16:45 조 포웰  열린 정부 파트너쉽 부회장
           “열린 정부를 통한 SDG 달성”

토론자: 매튜 린들리  국제개발법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DLO) 전략적 파트너쉽 본부장

           스테판 클리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콘서트홀 53

15:00-16:30 동시세션7  평화문명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정신 구현

               강원대학교

좌   장: 김풍기  강원대학교 교수

연   사: 서   승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 한국 우석대학교 교수

           진징이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윤여일  제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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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30 동시세션8  평창에서 개성~금강산~평양까지 평화길잇기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

좌   장: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

연   사: 민승준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 조직위원장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

토론자: 박영재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대표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 소장

           박종영  공주 비행학교 조종사

           최용익  DMZ자전거투어, 개성통일자전거 평화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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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30 동시세션9  미래를 디자인 하는 어스(US):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평화로 인도하는 미디어

               강원국제회의 센터

좌   장: 김영욱  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연   사: 엄경철  KBS 통합뉴스 보도국장

           올리버 호담  NK News 편집장

토론자: 전영재  춘천MBC 뉴미디어팀장

대관령2 67

17:00-18:30 동시세션10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을 위한 포용적 파트너십
                 (inclusive partnership) 구축

                 포스텍 평화연구소

연   사: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주홍  포스텍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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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화요일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09:00-10:30 랩업세션  

PPF 2020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그랜드볼룸 

11:00-12:00 폐회식 그랜드볼룸 

12:00-13:00 평창홀 평창홀

시민사회 포커스 그룹 회의 (사전 초청자 대상) 장 소 : 홀리데인 호텔 7층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7:00-18:30 동시세션11  SDGs 캠페인 – Stand Together Now 2020!
                스탠드투게더네트워크캠페인

좌   장: 올리 헨먼  Action4SD 글로벌 코디네이터  

           베키 말레이  나이지리아 NGO 네트워크 글로벌 공동의장

연   사: 루브나 카드리 사예드  Wada Na Todo Abhiyan (Don’t break 
                                         your promise) 인도 전무이사  

           아구스티나 카르피오  NGO INPADE ESCR 지역 코디네이터  

           파라 나지르  글로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GCAP) 영국  

           로라 힐데브란트  UN SDGs 실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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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30 특별세션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좌   장: 아트 린슬리  IFWE 부회장, GILPP 상임고문 

연   사: 이영길  쿠미대학교 국제총장

           할 존스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대표, GILPP 대표
           “평화를 위한 세가지 필수 정책”

           찰리 라멘토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국제변호사
           "공공외교와 평화구축: 대화에서 협업으로"

           그레이스 하몬  필리핀 딜리만 대학 교수
           “필리핀의 대(對)한국 공공외교”

           코니 린슬리  국제 재단 담당자, GILPP 자문역
           “공공 외교: 스포츠와 예술을 통한 통합”

           바바라 볼린  Hope International, Inc. 회장
           “공공외교 무대의 뒤에 개인의 힘(FUEL)”

토론자: 김상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장

콘서트홀 34

18:30-20:00 네트워킹 리셉션 그랜드볼룸

시 간 프로그램

09:00-12:30 Global Policy Watch 세미나 

15:00-16:30 Global Policy Watch 세미나 

18:00-20:00 Global Policy Watch 세미나 

시 간 프로그램

09:00-10:30 평화 단체 간담회  

15:00-16:30 SDGs Campaign 간담회    

18:00-20:00 선언문과 결의안 작성위원회 

세부프로그램

2월 10일 월요일
한 En:             동시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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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설

 A  콘서트홀 

회의시설

 A  그랜드볼룸 

부대시설

 B  인터넷라운지

 C  참가자라운지

 D  운영사무국

 E  연사대기실

 F  포토월

 G  평화도서관

 H  오픈스튜디오

  I   평화박물관

 J   VIP 대기실

부대시설

 B  범이곰이 홍보부스

 C  강원 2024 SNS월

 D  한복체험장

 E  포럼사무국

※ 의무실은 콘서트홀 2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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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화)  08:00 - 12:00

2월  9일(일)  10:00 - 18:00 

2월 10일(월)  08:00 - 18:00

2월 11일(화)  08:00 - 12:00

등록 및 안내데스크 

연사대기실

회의시설

 A  오디토리움

 B  평창홀1+2
 C  평창홀 3

부대시설

 D  아이스하키 체험장

 E  등록데스크

 F  안내데스크

 G  범이곰이 홍보부스

 H  썬큰가든(지하1층)

  I   평창기념재단사무국

 J   PPF 포토월

 K  현황판

 L  프레스룸

 M 인터뷰룸

 N  가든테라스

행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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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평화의 모멘텀이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현재의 분단 및 군사적 대치의 상황이 남한과 북한만

의 지역적인 대립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만큼 국제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

지고 해결을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단순히 군사적인 대치상황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전세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SDGs)을 

위하여 우리 모두 평화에 대해 새롭고 확장된 인식을 정립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기조 세션에서는 세계 각지의 분쟁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 ‘Peace Maker, 평화구축자’인 

세계의 지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어온 역사적 노력들과 더불어 전 지구적 차원

에서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평화 구축자들의 경험을 공유하

며 성장동력을 지속하려는 공동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볼 것이다.

기조연설

[기조연설 및 평화지도자의 대화] 평화를 위한 글로컬(Global-local) 네트워크 구축

2월 9일 (일) 14:00-15:30 | 그랜드볼룸

이 미 경  |  KOICA 이사장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석사

여성평우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부회장 및 상임대표, 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 총무/실행위원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및 평양토론회 집행

위원장,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한국 NGO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1996년

~2016년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교육위원

회, 문화관광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

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국회 아동·여성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핵군축 국제

의원연맹 한국대표/세계공동대표, 한·EU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

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사)여성의정 공동대표

를 거쳐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  |  前 노르웨이 총리

브룬틀란 박사는 오슬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으며, 공중보건과 환경에 대한 전

문성을 기반으로 1974년 노르웨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41세에 노르웨이 최

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로 취임하였다. 브룬틀란 박사는 브룬틀란 위원회라

고 알려진 세계 환경 및 개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대표적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널

리 알렸다. 2007년 브루틀란 박사는 넬슨 만델라가 11명의 지도자를 모아 구성하여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의장을 맡고 있는 비정부기관인 “The Elders"의 창립멤버이

기도 하다. The Elders는 지도자들의 지혜와 독립적인 리더십, 도덕적 역량을 한 데 

모아 분쟁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

다. 글로벌 분쟁 해소에 헌신하고 있는 브룬틀란 박사는, 2011년 4월 남북한 관계 개

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와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호세 라모스 호르타  |  前 동티모르 대통령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티모르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호세 라모스 호르타 전 대통령의 인권 향상 및 보호를 위한 헌신은 이미 여러 차례 기

록된 바 있으며, 비단 동티모르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 수장으로서 호세 라모스 호르타 전 대통령은,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이 침묵을 지

킬 때에도 북한과 이란의 인권 유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동티모르는 2002년부터 이란, 미얀마, 북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

인 인권 상황에 대하여 UNGA에서 표결에 부쳐진 모든 의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했다. 

인권 문제에 대한 헌신을 통해 1993년 노르웨이에서 국제인권상인 토로프 라프토 교

수 기념상을 수상했다. 동티모르의 초대 외교부장관이기도 한 그는, 동티모르가 2002

년 독립한 이후로 모든 주요 국제 인권 협약을 비준하는 데에 기여했다. 동티모르에서

의 정의 및 평화로운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기조세션 

기
조

세
션

     K
eynote  Session

반 기 문  |  제 8대 UN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명예 외교학 박사(2008), 케임브리지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6)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명예박사(2016), 보르도대학교 명예박사(2018)

1970년 외무부에 입부한 후 외무부 외교정책실장을 거쳐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

서관, 주오스트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차관, 대통령 외교보좌관, 제33대 외교통상

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UN 사무총장을 지내고,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및 반기문 지속가능성장센터 명예원장,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윤리위원장,  반기문세계시민센터 공동위원장, GGGI 의장, Boao 

Forum for Asia 이사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미세먼지 범

국가기구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SDGs와 세계평화” 

좌 장

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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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  前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현재 덴버 대학교의 외교 실무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0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덴버대의 조셉코벨국제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덴버대의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

선 (Outpost: Life on the Frontlines of American Diplomacy: A Memoir)"

의 저서를 둔 작가이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칼럼니스트, 국제 외교 분야의 저명한 

공공 강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직 외교관으로 미 대통령 3명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네 번의 대사직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이라크 미국 대사를 지냈다. 주이라크 

대사 전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태 지역 담당 국무차관보를 맡아 북핵 문제

에 대한 6자 회담에 미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 전에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다. 

주폴란드 미국 대사 (2000-2004년), 주마케도니아 미국 대사 (1996-1999년), 코

소보 특사 (1998-1999년)을 역임했다. 또한 1999-2000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의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수석담당자를 지냈다.

외교관 재직 시절 초반에는 베오그라드, 바르샤바, 서울, 티라나 등에서 파견근무했

으며, 국무부의 정책기획 및 운영센터에서 근무했다. 

메인 주 브런즈윅에 위치한 보딘 컬리지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다. 1994년 해군 

참모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폴란드어,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마케도

니아어에 능통하다. 

진 행 

연 사[한국전쟁 발발 70년 특별대화]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2월 9일 (일) 15:45-16:45 | 콘서트홀

이 재 정  |  경기도 교육감, 前 통일부 장관

고려대학교 독문학과,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문학석사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트리니티대학 대학원 신학박사

1994년~2000년 성공회대학교 초대 2대 총장을 지내고, 감사원 부정방지 대책위원

회 위원장,  16대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간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거

쳐 제33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지내고 현재 16, 17대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다.

수상내역으로는 5월 정의상,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 「한반도 평화의 길」, 「한국교회 운동과 신학적 실천」이 있다.

김 현 경  |  MBC 보도본부 통일방송추진단장

김현경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34년 째 한국의 방송사 MBC에서 일하는 언론

인이다. 경력의 대부분을 한국의 통일부 출입기자와 북한 취재 전문기자, 북한 전문 

TV 프로그램인 통일전망대 제작 및 진행자로 일하였으며 현재는 MBC에서 통일방

송추진단장으로 북한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북한과의 협력사업 추진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남북회담, 교류, 북-미관계 및 북한의 핵전략, 권력 및 사회현상, 미디어 등

에 대한 취재, 연구, 분석에서 성과를 축적했다. “김정은 권력승계의 담론 연구”로 박

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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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끝나

지 않은 군사적 대치와 전쟁의 긴장 속에서 불완전한 평화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많은 우려 속에서도, 이러한 불안요소가 해소되면 다가올 새로운 가

능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라는 화합의 장을 통해 한반도가 하나 되고, 남북정상회

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내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급변하는 평화의 발걸음을 내 딛

은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실천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나 지난 2020

년인 지금도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오늘, 지난날 다자 및 정상회의의 실무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등 현안에 대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종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을 위한 생각을 모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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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UN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UN은 5개 글로벌 도전 - 기후위기, 불평등,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폭력, 인구구성 변화 및 디지털 기술 변화와 무력분쟁, 불평등과 신기술 – 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역할에 대해 대화를 전개하고 있다. 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는 파브리지오 혹쉴드 

UN 사무차장보(ASG)가 직접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하여 글로벌 대화의 취지와 배경을 소개하고 세계 시민

사회단체 대표와 직접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본 세션은 뉴욕 UN 본부 외부에서 열리는 첫 글로벌 대화 행사로 UN 75주년 UN 사무국과 시민사회 플팻

폼인 UN2020 www.UN2020.org 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  UN 75주년 특별 대화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https://www.un.org/en/un75/join-conversation  
■  5개 주제에 대한 배경 자료 https://www.un.org/en/un75/issue-briefs 

파브리지오 혹쉴드  |  UN 사무총장 특별 보좌관

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이자 사무차장으로 최근 임명된 혹쉴드 특보는 2020

년의 UN 75주년 기념식 및 관련행사 등의 준비를 위해, 국제 협력의 증진, 그

리고 부상하는 도전과제와 직면 이슈에 대응하는 UN 회원국의 역량 지원과 관련

된 UN의 역할에 대해 시스템 전반적인 논의와 성찰을 실시하고 있다. UN 사무총

장 특보 및 사무차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UN 사무총

장 사무국 전략관리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 for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로 활동했

으며, 2016년에는 유엔중앙아임무국(MINUSCA)의 특별대표보(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2013년부터 2016년에는 콜롬비아 유엔개발계획(UNDP) UN 

주민조정관(Resident Coordinator), 인도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및 상주 대표(Resident Representative), 2010년에서 2012년에는 뉴욕 유엔

사무국 현장지원국(UN Department of Field Support)의 현장 인재개발실 부장

(Field Personnel Division Director), 2005년에서 2009년에는 제네바의 유

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장운영 및 기술조정팀장(Chief of OHCHR Field 

Operations and Technical Coordination)을 각각 역임했다. 

좌 장 토론자

연 사

살리나 사누 
범아프리카 기후정의연합
(PACJA) 대표, 케냐

마크 스텡거 
국제 팍스 크리스티 
인터네셔널 공동의장, 
프랑스

조반나 쿠에레  
Igarapé 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라질

맨딥 티와나  
세계시민단체연합회
(CIVICUS) 뉴욕 대표, 
인도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한국

[UN 75주년 특별대화] UN 75+ & UN 75주년 기념 캠페인

2월 9일 (일) 17:00-18:30 | 콘서트홀

벤 도널드슨  |  UN 영국협회 

벤 도널드슨은 UN 관련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영국과 국제사회에서 8년간 진행한 경

험을 갖고 있다. 2011년 UN 영국협회(UNA-UK)에 합류한 뒤, 2년 뒤인 2013년에

는 UN이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고 널리 평가되는 국제 이

니셔티브인 “1 for 7 Billion” 캠페인을 공동 조직했다. 

현재 벤 도널드슨은 UNA-UK의 캠페인 총 책임자로서 시민사회가 국제적 의사결정

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UNA-UK의 “Together First” 캠페인을 관장

하고 있으며 핵안보의 개선 및 자율살상무기 금지, 무기수출 규제 등에 대한 영국의 지

지와 국제 절차에 특히 많은 중점을 두고 UNA-UK의 군축 관련 정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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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라멘토  |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국제변호사 

미국과 유럽(체코)의 일류 변호사이자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공한 법무관으로서, 법

치·화해·평화구축을 제고하는 공공정책·훈련·교육의 수립과 법 실무에 헌신하고 있다. 

라멘토 변호사는 유럽에 기반을 둔 국제로펌인 Lamento Advocates Law Firm의 창

립 이사이며,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GHNI)의 스위스 제네바 본부 산

하 Criminal Law Policy & Training Center(CLPTC)의 창립 이사이다. 

GHNI/GILPP(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의 주 UN 

대표이다.

연 사[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2월 10일 (월) 17:00-18:30 | 콘서트홀

그레이스 하몬  |  필리핀 딜리만 대학 교수

그레이스 고로스페 하몬 박사는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PSSC)

의 전 상무이자 Association of Sch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Philippines(ASPAP)의 전 회장으로, 필리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Development of the Philippines Graduate School의 학과장을 지냈다. 현

재, Social Weather Stations(SWS)의 펠로우이자, 필리핀 딜리만 대학 정치학

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트 린슬리  |  IFWE 부대표 / GILPP 상임고문

아트 린슬리 목사는 Institute of Faith, Work, and Economics(IFWE)의 신학 

이니셔티브(Theological Initiatives) 부회장으로써 신앙과 일, 그리고 경제학을 통

합하는 신학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1987년부터 최근까지 C. S. 루이스 학

교(C.S. Lewis Institute)의 회장 및 시니어 펠로우로 활동했고, 그 이전에는 리고니

어 밸리 스터디 센터 교육사역부(Educational Ministries at the Ligonier Valley 

Study Center)의 이사 및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Coalition for Christian 

Outreach(CCO)의 전문스텝으로 일했으며, 리폼드 신학교 워싱턴 D. C. 캠퍼스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s Washington, D.C campus)를 공동설

립했다. 그는 IFWE의 “비용계산: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Counting the 

Cost: Christian Perspectives on Capitalism)(애빌린 크리스천 대학 출판, 

2017년)”의 편집자이자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빈곤에 대한 성경적 대답(For 

the Least of These: A Biblical Answer to Poverty)(존더반 출판, 2015년)“

의 보조저자이다.

좌 장

이영길  |  쿠미대학교 국제총장

우간다 쿠미대학교 국제총장(International Vice Chancellor). 인도에 설립한 한

국국제협력센터(Kore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통해 인도

와 한국간에 다양한 협력을 촉진했다. 제네바에 소재한 제네바 인스티튜트(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 Public Policy)의 조직위원으로서 공공정책과 리더

십의 영역에서 타국가 지도자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특보로 외교와 통

일 영역에서 돕고 있다.

할 존스  |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대표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GHNI)의 설립 회

장이자 대표 대행인 할 존스 회장은 최악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마을과 전 세계 숨겨진 

종족(hidden people)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희망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모험에 자신

의 직원,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이 참여하도록 열정적으로 독려하는 방식의 리더로 정

평이 나 있다. 1983년에서 1989년까지 하와이주 입법부의 주 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1986년에는 미국 입법교류평의회(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로부터 올해의 의원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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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Session본 세션은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있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

외교적 접근이 효율적인 이유를 부각시킨다. 공공외교란 정부 차원의 정치적 외교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

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다각적, 문화적, 국제적 외교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이 참

여하는 공공외교는 정부 차원에서 외교할 때 흔히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과 교착상태를 막는다. 정부가 울

타리를 마련하는 가운데, 문화와 스포츠, 민생, 교류 차원에서 분쟁지역 간에 접촉하고 협력함으로써, 신

뢰관계를 통해 국가간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평창 올림픽 외교가 한 예이다. 

이 세션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공외교적 접근을 소개하고, 그러한 접근

이 남북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공공외교는 지역(geographical areas)과 영역

(spheres)에서 이루어진다. 제네바와 워싱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기후변화, 문화와 스포츠, 고성

유엔평화도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공공외교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 세션은 전문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외교적 접촉과 상호이해의 장이다. 강원도와 동행할 파트너들이 서

로 만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간략하게 논한다. 세션 마지막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의 참여 속에 강원공공외교포럼(Gangwon Public Diplomacy Forum)을 세션 공개적으로 론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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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2월 10일 (월) 17:00-18:30 | 콘서트홀

코니 린슬리  |  국제 재단 담당자, GILPP 자문역

코니 린슬리는 6,000명의 네트워크 지도자를 둔 국제 단체인 the Arts Sphere 
for Transform World의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영문학, 음악, 독일어
를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법학과 ESL을 공부했으며, 5개 국어에 능통
하다.

코니는 토너먼트 테니스, 대학 배구팀 (UCSB), 비치발리볼, 프로 발리볼(오스트
리아 내셔널 리그) 등의 종목에서 숙련된 운동선수이자 코치로 활동한 바 있다. 가
장 최근에는 시니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연 사

토론자

김상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장

바바라 볼린  |  Hope International, Inc. 회장

바바라 볼린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볼린 회장의 고향
인 오레곤주 포틀랜드는 한국의 고아들을 지칠 줄 모르고 너그러이 돌봐주던 Holt 
Foundation의 본부가 있는 곳이었다. 또한, 그녀는 성인이 된 후 필리핀과 태
국, 외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기부터 올림픽에 대
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된 볼린은 88서울올림픽에 참여하는 특권과 2008베이징올
림픽의 개회식에 참가하는 영광을 안았다. 중국에서의 삶 가운데 볼린 회장이 가
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북한에 대한 국제회담을 이끌었던 경험이
다. 2007년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의 주제는 “북한에 새로운 삶을(New Life for 
North Korea)”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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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세션



40 41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평화경제 1-1]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 : 한반도 신경제 구상

2월 10일 (월) 09:00-10:30 | 그랜드볼룸
예일대와 옥스포드대를 졸업한 짐 로저스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회사인 퀀텀펀드를 

공동 창립했다. 창립 후 10년 간, S&P 지수는 50% 하락한 반면 회사의 투자 포트

폴리오 수익률은 4200%를 달성했다. 그 후 37세의 나이로 은퇴를 결심했다. 독자

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오며, 콜럼비아대 경영대학교의 금융 담당 정교수이

자, 1989년부터 1990년까지는 WCBS의 '드레이퍼스 라운드테이블(The Dreyfus 

Roundtable)', FNN의 '짐로저스와 함께 돈 좀 벌어봅시다! (The Profit Motive 

with Jim Rogers)'를 진행했다. 

최근 저서 "백만장자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A Gift to My Children)"는 그의 딸에

게 (그리고 다른 모든 어른과 아이들) 성공과 행복을 찾기 위한 진심어린 조언을 담

고 있다. 회고록인 "짐로저스의 스트리트 스마트(Street Smarts: Adventures on 

the Road and in the Markets)는 2013년 2월 출간되었으며, 최근 2018년 1월

에는 "백만장자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개정판이 중국어로 발간되었다. 2018년 10

월에는 또다른 저서인 "다음 세대의 물결(The Next Big Wave)"가 번자체로 대만에

서 발간되었다. 일본에서는 2019년 1월과 7월에 출간된 "일본의 미래(The Future 

of Japan)"와 "짐 로저스의 일본에 보내는 경고(A Warning to Japan)"가 베스트

셀러가 되기도 했다. 

짐 로저스  |  로저스홀딩스 회장

알라배마 데모폴리스 출신인 짐 로저스는 작가, 금융 전문 평론가, 모험가, 성공적인 

국제 투자가이다. 타임,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배런즈, 포브스, 포춘, 월스트리

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비즈니스타임즈, 스트레이트타임즈 등 전세계 여러 신문 및 

잡지에 다수 출연했다. 여러 매체에서 평론가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왔으며 콜럼비

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다.

연 사

토론자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나희승은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가교통

위원회·철도산업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그는 한양대학교

에서 공학사와 KAIST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사무국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을 지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동아시아와 통일한국 경제』(2019년), 『The Political Economy of 

Pacific Russia』(2017년), 『이제는 통일이다』(2014년) 등이 있다.

UIC(세계철도연맹)에서 BEST AWARD(2018)를 수상하였다.

유재훈  
아시아미래연구원 원장, 

前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회계감사국장 

좌 장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고종의 특사였던 이준 열사가 헤이그 평화회의 참석을 위해 탔던 열차,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

달을 목에 걸고 탔던 열차 TSR, 한국은 오래전 이미 TSR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과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유럽을 잇는 핵심교통망이었던 동해선 철도가 남과 북의 분단으로 70

년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륙으로 가는 동해선 철도를 통한 남과 북의 연결과 교류는 대한민국을 섬나라에서 교량국가로, 나아가 동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기반과 항구적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번 2020 평창 평화포럼에서는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비롯하여 철도 전문가

들이 모여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동해선 유일의 미개통 구간인 동해북

부선(강릉~제진)의 투자가치, 남과 북 철도연결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사업비용, 투자금 회수방안 등을 심

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 병 민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병민은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을 역임

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

원을 맡고 있다. 또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자문위

원, 북한경제포럼 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요연구 분야는 동

북아 교통물류시스템과 북한 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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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월) 11:00-12:30 | 그랜드볼룸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수제 맥주의 수입, 양조, 브랜딩, 유통하
는 사업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 브로드 오크 설립 전, 브래덕 대표는 1978년
부터 엑손모빌, 뉴욕 은행, 미국 증권거래소, UBS 페인웨버, 오펜하이머 등
의 회사에서 고위 경영진으로 근무했다. 브래덕 사장은 “파생상품 풀어보기: 구
조화 금융 상품 활용 방법" (Derivatives Demystified: Using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Wiley, 1997)의 저자이기도 하며, 루이지애나 주립 대
학교에서 지질학과 금융 전공으로 학사를, 뉴욕시티의 버룩 컬리지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미 해병대를 명예 전역했다. 브래덕 대표는 금융 분야에서 강의를 
활발하게 수행하며, 경영 전공 대학원생, 예술가, 재즈 뮤지션의 멘토이기도 하
다. 뉴욕 출신으로 현재 가족과 함께 콜로라도에 거주하고 있다. 브로드 오크는 
콜로라도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이해정은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이다. 현대그룹 남북경
협사업T/F 참여하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자
문단, 민주평통 상임위원이다. 현재 현대그룹 남북경협사업T/F 참여하고 있다.

주원석  |  플라이강원㈜ 대표

주원석 대표는 현재 플라이강원(2016.4~), 플라이양양개발(2017.2~), 마스
터즈 투어(2011.8~)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그는 아미가 투어(2009~2011.7)
와 아미가 골프(2002~2008)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좌 장

최승환  |  ㈜한창해운 대표

최승환 대표는 한국정보공학 재무담당이사, 한주케미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그는 유엔환경기구(UNEP) 하론위원회(HTOC) 상임위원이자 ㈜한창, ㈜한
창해운 대표이사이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국내외 정세 변화로 소강상태에 있는 지금의 북미관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격언을 실천한 2018평창평화올림픽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을 몰고 

왔다. 금년 문재인 정부는 신년사에서 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간의 관광재개 추구’를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북한 개별 관광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12월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민간차원의 북한 관광산업 진출을 위

해 금강산, 원산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 관광지구 방문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심에 연간 100

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이 있으며, 금년 4월 15일(태양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세션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남북평화 하늘길, 바닷길 연결’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폴라 핸콕스  |  CNN 서울지국장, 기자

폴라 핸콕스 기자는 CNN 한국지국의 특파원으로, 서울에서 한반도 및 주변 국가에 

대한 뉴스 보도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평창 올림픽의 성과, 북미회담 및 남북 정상 회담 등 최근 

아시아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의 보도를 맡았다. '북한으로부터의 탈출 (Escape 

from North Korea)'라는 제목의 CNN 다큐멘터리 제작을 진두지휘했으며, 인도

네시아의 에어아시아 항공기 추락 및 세월호 참사 보도를 통해 뉴욕 페스티벌상을 수

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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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사

존 브래덕  |  브로드 오크 그룹 회장

존 브래덕 대표는 2006년 브로드 오크 그룹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였다. 뉴욕시
티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서 수 십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수행하거나, 국제외
교, 기술, 미국 및 아시아 등지의 국제외교, 기술, PE 회사 등에서 수 십 년의 경
험을 보유한 시니어 파트너 및 자문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식음료, 지역 기반 엔터테인먼트, 야외 레크레이션, 공공-민
간 도시 및 지방 경제 개획, 뉴미디어, 바이오 및 의료 기술, 가상현실, 가상화폐, 
블록체인 데이터 안보이다. 5달러에서 1억 5천 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
자 건을 수행한다. 

토론자

[평화경제 1-2] 원산-갈마, 금강산의 남북공동 관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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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2018평창 기념재단 이사장, IOC 위원

2018평창 기념재단 유승민 이사장은 IOC 위원 (2016년 8월-현재), 대한체육회 
이사 (2016년 8월-현재), 세계반도핑기구(WADA) 이사 (2018년 1월-현재), 
국제탁구연맹(ITTF) 집행위원 (2019년 4월-현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 (2019년 3월-현재), 한국탁구연맹(KTTF) 회장 (2019년 5월-현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201년 9월-현재)을 맡고 있다. 

연 사

김기홍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청산인

김기홍 대표는 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청산인 ,법무법
인 율촌(律村) 상임고문,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을 지내고 있다.

최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대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
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장재복  |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1988. 6. 외무부 입부하여, 주국제연합2등서기관, 주가나1등서기관을 거쳐 
2002.12. 주스위스참사관, 2005. 6. 의전2담당관, 2007. 7. 인권사회과장, 
2008.12. 주프랑스참사관, 2009. 6. 주유네스코공사참사관, 2012. 2. 의전
기획관, 2014. 4. 주밀라노총영사를 역임하였다.

최근 2018 이후 불어권국제기구(OIF) 국별조정관 (정부대표)와 의전장을 역임했
으며, 2019. 5. 이후로 공공외교대사 역을 수행 중이다.

좌 장

연 사

이희범  |  前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박사는 2013년 6월에 LG상사 고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

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아랍 소사이어티의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바 있으며, 2014년 2월까지는 사

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아지스대학 국제자문위원으로, 2012년까지 싱가포르 국제에너

지정책자문위원회(IAP)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회사 ESKOM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했고, 2014년까지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한

국정부가 추진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에티오피아 전담 수석고문으로 일했다. 

구닐라 린드버그  |  前 2018 평창 IOC조정위원장, IOC 위원

스웨덴 올림픽 위원회 사무총장 (1989-), 동계 및 하계 올림픽 대회 행정 
(1972, 1976, 1980), 스웨덴 봅슬레이 및 루지 연맹 이사 (1976-1978), 선
수부단장 (1984-); 스웨덴 스포츠계 최고 영예인 Svenska Dagbladets 신
문사의 Bragdmedalj 상 심사위원, 유럽 올림픽 위원회(EOC) 이사 (1993-), 
ANOC 집행위원 (1995-2002), ANOC 사무총장 (2004-)

[평화스포츠] 올림픽 휴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확산

2월 10일 (월) 10:30-12:00 | 콘서트 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선수에서부터 고위급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벨의 남북한이 얼굴을 마

주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라는 문을 열어주었고, 이는 남북, 북미, 한미 정상회의 등을 통한 평화 논의로 이

어졌다. 이런 면에서 평창이 현재의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세스의 발원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

평창평화정신”을 계승하고 올림픽 레거시로 남은 평창평화포럼에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에 대한 다양한 관

점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림픽휴전(Olympic Truce)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난 1월 유치에 성공

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IOC위원, 2018평창 기념재단 등

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

를 통한 인류평화 전파”라는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UN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일

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본 주제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평화구축 프로세스는 공공외교

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반 디보스 
IOC 위원

버나드 라즈만  
IOC 위원

조수지  
前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남북단일팀 참가)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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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월) 13:30-15:00 | 그랜드볼룸

찰리 라멘토  |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국제변호사

미국과 유럽(체코)의 일류 변호사이자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공한 법무관으로서, 법

치·화해·평화구축을 제고하는 공공정책·훈련·교육의 수립과 법 실무에 헌신하고 있다. 

라멘토 변호사는 유럽에 기반을 둔 국제로펌인 Lamento Advocates Law Firm

의 창립 이사이기도 하다.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GHNI)의 스위스 제네바 본부 산하 

Criminal Law Policy & Training Center(CLPTC)의 창립 이사이다. 

GHNI/GILPP(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의 주 UN 

대표이다.

연 사

이일청  |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선임조정관

이일청은 제네바 소재 유엔 기관인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에서 선임연구조정

관으로 일하고 있다. 2008년 유엔사회개발연구소에 합류하기 전, 그는 베르겐 대학

교 스타인 로칸 센터 방문 연구원,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루 말라야 대학교 동아시아

학과에서 국제교류재단 파견 조교수, 일본 큐슈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일하였다. 서울

대학교 정치학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였고,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사회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회정책과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가능발

전의 사회적 측면 프로그램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다.

박배균  |  서울대학교 교수

현재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이자,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의 센터장이
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국제학술지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의 공동편집장을 역임했다. Political Ge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공간과 사회 
등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정치지리와 경제지리 전공했
으며, 지역개발의 정치, 국가의 공간성, 동아시아의 발전주의적 도시화, 접경의 
지정-지경학 등의 주제를 연구 중이다.

정은영  |  법무법인 (유한) 원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분쟁, 신탁, 공공계약 및 공정거래, 회생·파산, 

대북투자 법률지원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법무

법인(유) 부설 대북투자 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

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남북

한 법제도 현황 연구」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였다.

강원도 고성군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 내 유일한 분단 군(郡)이다. 고성군

은 전쟁과 분단의 상흔과 함께 역사·정치·문화적인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DMZ를 포함하여 보

전 가치가 뛰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듯 독특한 유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고성 유엔평화도시’

를 제안하면서 평화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서 평

화도시 네트워크의 형성, 국제법의 틀 안에서 도시 설계의 전망, 국제기구 및 남북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제안과 로드맵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고성군이 평화도시

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고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확

산시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체세션 3

좌 장

강금실  |  지구와사람 대표, 前 법무부장관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13년간 서울고등법 

판사로 재직하였고, 판사직 퇴임 후 법무법인지평의 로펌대표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북사업 법률지원센터, 로펌의 소송, 해외투자자문, 부

동산 관련 프로젝트진행, 가업승계 문제 등 법률 업무 전반에 걸쳐서 변호사들과 

협업관계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특별

고문, 201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특별고문을 맡으면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한・중간 동반경제성장과 관련한 업무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 사

[DMZ 평화지대 3-1] 고성 유엔평화도시 모색과 통합적(integral) 미래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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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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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enary Session

2월 10일 (월) 15:30-17:00 | 그랜드볼룸

공우석  |  경희대학교 교수

현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학장,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독일 본대학교 

(Universität Bonn) 방문교수, 미국 농무성 산림청 산림유전연구소 방문과학자, 국

립수목원 위촉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대한지리학회, 한국제4기학회 편집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연 사

함보현  |  지구와사람 사무처장, 변호사

현 2020~현재 지구와사람 사무처장/변호사

2003~2011 연합뉴스 기자

2015~2016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2016~2019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정혜진  |  변호사 정혜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호사 정혜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며, 지구와사람 지구법센터장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환경전담 재판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이혜은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화여대(학사, 석사)와 미국 미시간주립대(Ph.D)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후 동국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이코모
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창립회원으로서 참여하여 위
원장(2012-2017)을 역임하였고, 이코모스 본부 이사(2005-2014), 이코모스 
자문위원회 대표위원(2015-2018)으로 활동하면서 이코모스 운영 전반 및 세계
유산 등재심의에 관여하였고 현재는 이코모스 종교제의유산위원회 위원장, 이코
모스 역사마을 및 도시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DMZ는 갈등과 적대의 상징으로서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공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완충지대로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7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는 DMZ

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면서, 이곳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션을 통해 DMZ를 평화와 협력의 현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 역사와 생태적 가치

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쟁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가치

를 담는 공간으로서 DMZ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평화지대와 세계 유산으로서 가능성과 전략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미래지향적 공간계

획,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 등을 통해 DMZ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체세션 3

좌 장

김대건  |  강원대학교 교수

행정학 학사/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박사, 아리조나 주립대, School of Public Affairs(전공분야, 

공공관리, 조직이론, 조직설계 및 행태, 공동체 갈등관리 및 협력)

現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2006. 8 ~ 현재)

現한국조직학회장(2020 현재) 現정부혁신전략추진위원회 위원(2019 ~ 현재)

現통일부 자체평가위원(2017~ 현재)

現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포럼위원(2018 ~ 현재)

現강원도인재개발원 자문위원(2017 ~ 현재)

前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학장(2017. 3 ~ 2019. 2)

前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평가 단장(2018) 前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2019)

前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대표(2016.1~2019. 1)

前한국조직학회 편집위원장(2015. 1 ~ 2018. 1)

연 사

아나 그리칭  |  버몬트 대학 국경회담(Bordermeetings) 선임박사연구원

아나 그리칭 박사는 건축가 및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뮤지션으로서, 하버드 대학교에

서 도시계획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건축가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제네바대학, 하버드대학, MIT, 카타르 대

학에서 교수 및 연구원으로 강의했다. 현재 버몬트 대학의 환경 외교 및 안보 연구원

에서 선임박사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식품, 식수,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벨몬트 포럼 그랜트 프로젝트에서 카타르대

학의 선임 연구 컨설턴트를 맡고 있다. 건축 분야의 Aga Khan Award에 후보 지

명 및 테크니컬라이팅을 담당하며, 미국 건축가 협회 중동 건축 어워드 (AIA Middle 

East Architecture Awards)의 심사위원이기도 하다. 경력 사항에 대한 상세 정보

는 www.annagrichting.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DMZ 평화지대 3-2] DMZ 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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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린 웨어  |  핵감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 사무국장

알린 웨어는 뉴질랜드 출신의 저명한 평화 교육자이자 군축 활동가이다.

알린 웨어는 핵 감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 (PNND), 세계미래회의, 핵무기 반대 변

호사 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Move the Nuclear Weapons Money, UNFOLD ZERO,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Abolition 2000 등 다양한 국제 단체 및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다.

연 사

호르헤 칼보 루파네스  |  국제평화국 (IPB) 부대표

국제평화국(IPB)의 부회장, IPB 바르셀로나 오피스 및 군비 감축 캠페인 담당 코디네

이터. 평화, 분쟁, 개발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제학자이자, 평화 문화, 군

축, 및 국방 경제 분야의 연구자이기도 하다. The Centre Delàs의 코디네이터이며, 

여러 대학에서 무장 분쟁, 국방 경제 및 협력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다. 

하샤니 다마다사  |  평화, 정의, 포용의 사회를 위한 개척자프로그램 부책임자

하샤니 다마다사는 평화, 정의, 포용을 위한 2030 어젠다 SDG16+ 목표 달성을 

위해 뉴욕대의 국제협력센터가 주최한 평화, 정의, 포용의 사회를 위한 개척자 (th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program) 프로그

램의 부책임자이다. 

존 로마노  |  TAP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존 로마노는 뉴욕에 본사를 둔 TAP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이다. TAP 네트워크에 합

류하기 전, 존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Stakeholder Forum for 

a Sustainable Future)와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에서 UN의 2015년 이후 지

속가능개발 어젠다와 관련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두려움과 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정의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평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UN 2030 아젠다 서문)

평창평화의제(PCAP) 2030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10년 행동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평화와 군비 축소를 더 촉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가 총망라되어 있다. (2020-2030)

본 세션에서, 패널들은 평화 지속, 군축 및 SDG 16+와 같은 범세계적인 의제를 고려한 평화롭고 정의롭

고 포괄적인 세계와의 유대 및 시민 사회 운동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좌 장

이성훈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선임연구원, 특임교수

현재 경희대 미래문명원 산하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특임교수로 2008

년부터 2019년까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인권과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대해 강의했다.  2020년 평창평화포럼 SDGs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자

문을 맡고 있다.  

1980년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약 30년 넘게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권, 민

주주의 개발협력 그리고 최근에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평화 분야의 시

민사회단체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시민운동연합 CIVICUS (2012-2016), 아시아인권단체연합회

(FORUM-ASIA, 방콕) (2005-2008), 가톨릭국제지식인운동(Pax Romana-

ICMICA, 제네바) (1997-2004) 등 단체에서 일했고 아시아발전연대(ADA) 

(2013~),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ND) (2013~) 대표를 역임하고 최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인권재단(2010-2019)에서 상임이사로 

일했고 현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011~),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2011~), 한국인권학회(2016~),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2019~)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교육국장으로 2년간 (2008-2010) 공무

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대한적십자에서 자문 역할을 했고 최근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 SDGs 4-1] 평창평화의제2030 : 평화와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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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  KOICA 이사

송진호 이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로 재직중이다.  

그 전에는 한국의 CSO 네트워크 공동 위원장, 부산 광역시 사회 민주 촉진 기획단 공

동 위원장, 부산 민주주의 포럼 회장(BuDF) 등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 및 네트워크 리

더를 역임했고, 부산 민주주의 재단 이사회 이사, 사회 단체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조

직 위원,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및 G-CAP 동아시아 협의

회 공동 의장을 역임했다.

연 사

바바라 아담스  |  Global Policy Watch 대표

바바라 아담스 대표는 영국에서 경제학자로 훈련을 받고, 캐나다 Manitoba 

Council for International Affairs(MCIC)의 사무국장직과 뉴욕 퀘이커 유엔 

사무소(Quaker United Nations Office in New York)의 부국장(Associate 

Director)직을 역임했다. 또한, MDG 2010 Summit을 위한 UN 총회 CSO 태스

크포스의 회장단과 Social Watch의 조정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전체세션 4 2월 10일 (월) 15:15-16:45 | 콘서트홀

[UN SDGs 4-2] 개발협력과 모두를 위한 평화행동

코이카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지난해  ‘SDG16 

이행이니셔티브: PEACE’를 수립하였다. 이에 KOICA는 2020 평창평화포럼 계기 ‘KOICA SDG16 글

로벌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효과적인 SDG16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파트너 기관

간 논의 및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오늘의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SDG16 달성을 위해서는 현지주민의 역량강화(bottom-up)를 통한 참여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원국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 역량강화(top-down)가 종합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쌍방향적 주인의식 고취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각 기관

별 그간 이행해온 전략 및 사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제 SDG16 사업이 사회 통합과 복원력 강화에 기여

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좌 장

송진호  |  KOICA 이사

송진호 이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로 재직중이다. 

그 전에는 한국의 CSO 네트워크 공동 위원장, 부산 광역시 사회 민주 촉진 기획단 

공동 위원장, 부산 민주주의 포럼 회장(BuDF) 등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 및 네트워크 

리더를 역임했고, 부산 민주주의 재단 이사회 이사, 사회 단체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 위원,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및 G-CAP 동아시아 협

의회 공동 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1986년부터 32년간 한국 YMCA 사무 총장, 한국 

YMCA 글로벌 시민 센터 사무 총장, 울산 YMCA 사무 총장, 부산 YMCA 사무 총

장을 지냈다. 송이사는 부산 국제 개발 협력기구 (KAIDEC) 이사회, KoFID 운영 위

원(한국), 국제 개발 협력기구 국제 개발에 대한 시민 사회 포럼)과 KCOC(해외 개발 

협력 NGO 협의회), 아시아 대교 운영위원회(전 아시아 NGO 센터) 공동 의장을 맡

고있고, 1985년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유니온 신학교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연 사

김수진  |  KOICA 사업전략기획팀 평화 · 거버넌스 전문관

김수진 전문관은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 입사 이후 SDG16 및 분쟁취약국 담
당 연구원 근무를 거쳐 현재 사업전략기획팀에서 평화・거버넌스 전문관으로 재
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SDG16, 평화와 개발, 취약국 지원, 인도적지원-개발-평화 
넥서스 등이다. KOICA 입사전에는 유엔개발계획 말레이시아사무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회 등에서 인턴 활동을 한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국제개발협력
학회 SDG16+ 연구분과위원회 간사(2019)를 맡고 있다.

[UN SDGs 4-1] 평창평화의제2030 : 평화와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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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세션 4 2월 10일 (월) 15:15-16:45 |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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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4-2] 개발협력과 모두를 위한 평화행동 토론자

매튜 린들리
국제개발법기구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DLO) 
기관대표

스테판 클리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권윤진  |  국제이주기구 에티오피아 국가사무소 전문관

권윤진 담당관/전문관은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 소속으로 아디스아바바에 소
재한 에티오피아 국가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전문 분야는 “개발·평화 기반 
인도지원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으로, 2017
년 10월부터 에티오피아 국내 강제이주자들과 주변 공동체들을 위한 평화구축 
(peacebuilding)과 영구적 해결방안 (durable solutions) 관련 사업들을 개발
하고 이행하는 업무들을 담당해왔다.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 정부가 주재하는 “국
내 강제이주자 영구적 해결방안에 관한 워킹그룹 (durable solutions working 
group)”에 대해 공동 집필한 글 (“Addressing Internal Displacement in 
Ethiopia”)이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주관하는 Forced Migration Review에 
선정되어 2018년 10월 3일자로 출간된 바 있다.

연 사

마빅 키브레라 발레자  |  여성평화구축자들의 글로벌네트워크 대표

마 빅토리아 "마빅" 카브레라 발레자는 평화구축, 분쟁예방, 지속가능한 평화, 인
도적 활동을 위한 젠더 관점,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인권기
관 및 시민사회그룹의 연합체인 여성평화구축자 글로벌네트워크(GNWP)의 창립
자이자 대표이다. 

마빅은 현재 16개 국에 도입되어 여성, 평화, 안보 관련 안보리결의 중 가장 모
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UN 안보리결의 1325호 프로그램의 현지화를 이끌었다.

마빅은 여성, 평화, 안보 관련 이슈 분야의 국제 컨설턴트로 UN및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조 포웰  |  열린 정부 파트너쉽 부회장

조 포웰은 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의 부회장으로, OGP 운
영 위원회, OGP 서밋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및 기타 다자협력체계와의 네
트워크를 수립하는 등 OGP의 국제활동을 이끌고 있다. 포웰 부회장은 ONE 
Campaign에서 채취산업의 투명성을 증대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을 관리했다. 
ONE의 정책지원부서 시니어 매니저로써 그는 G20 및 2013 G8 정상회의 관
련 정책개발 등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ONE 합류 전, 포웰 부회장
은 동아프리카 뉴스 주간지인 Independent를 위해 “Uganda Talks”라는 온
라인 시사 플랫폼을 시작했고 “Action Aid Uganda”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마
케레레 대학교(Makerere University)에서 수학했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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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은 ‘사단법인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이 주최하며 ‘남북강원도 스마트 공간개발 협력방안과 재원조달’을 주제로 

한다. 해당 세션을 통해 남북강원도 스마트 공간개발협력과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는 한반도 통일과 통일경제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그리고 

개발협력의 방향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네트워크이다.

통일과 북한 그리고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연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북한개발협력

학과와 동북아협력연구소 그리고 한반도개발협력정책토론회, 개성공단포럼, 북한정책포럼 등 국내 연구조직과 노틸

러스 연구소 등 해외연구협력기관과의 상호 융합적인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연구결과는 학계의 북한연구와 정부의 정책 형성과정 그리고 기업들의 대북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동시세션 1
남북 강원도 스마트 공간개발 협력방안과 재원조달

세션 소개

‘사단법인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소개

2월 9일 (일) 15:30-18:20 | 평창홀1+2

토론자

연 사

좌 장 발제자

신봉섭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홍양호 
국민대학교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김효진 
전기통신기술연구원
원장

유창근 
SJ테크 대표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에너지자원연구센터 소장

이상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
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곽경덕 
지에스 사장

이주철 
KBS 남북교류협력단
연구위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임완근 
평양과기대
기획위원장

김형석 
대진대학교 교수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북한협력센터 책임연구원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장환빈 
한반도개발협력연구
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동
시

세
션

     P
arallel Session



60 61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평창군청’이 주최하며 ‘평창올림픽 유산과 스포츠 관광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다. 평창올림픽에서 비롯된 평화와 스포

츠 유산을   관광과 접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평창의 평화정신을 확산

시키기 위해 군민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실

현하고자 한다.

UN 75에 대한 글로벌 시민사회 중심 플랫폼인 UN 2020 이니셔티브 (www.UN2020.org)가 주최한다. UN 75를 

주제로 한 글로벌 대화 세션의 후속 세션으로, 시민 중심의 다자주의와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

사회 참여에 대한 공통의 시각을 짚어보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세션은 패널토론을 통해 UN 2020 

캠페인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각자의 관점과 제안을 제시한다. 

태양이 솟구치듯이 평화를 외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평창은 오대산국립공원과 평창강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으로 월정사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으로 유명한 문화와 관광의 도시이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대한민국 레저스포츠의 중심지이다. 평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대회가 남겨준 평화유산

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2월 제1회 평창평화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평창남북평화영화제, 평화아카데미 등의 평화관련 문화관광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친했고 여러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2020 평창평화포럼에 이어서 2020 수호랑 반다비 스

포츠 캠프, 2021 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22 평창국제레저스포츠엑스포,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국제평화도시이자 국제스포츠대회의 허브로 도약할 것이다.

동시세션 2 동시세션 3

UN 2020 캠페인

세션 소개 세션 소개

‘평창군청’ 소개

2월 9일 (일) 16:00-18:00 | 오디토리움 2월 10일 (월) 11:00-12:30 | 평창홀1+2

토론자 토론자

좌 장 좌 장연 사 토론자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프리 허핀스
UN2020 & Together First 선임고문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로베르토 비시오 
소셜워치 (Social 
Watch) Co-Editor 

이성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장

안드레아스 범멜 
국경없는 민주주의
 (DWB) 전무 이사

김관수
월드컬쳐오픈(WCO) 
총감독

패니 먼린 
UN 글로벌 NGO 
집행위원회 의장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연구위원

레비 보티스타 
UN 협의적지위 NGO 
컨퍼런스 (CoNGO) 대표

천장호 
평창군 행정지원국장

소우 우마르
글로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GCAP) 
세네갈

이영주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드위 루비얀 콜리파 
아시아 이슬람 행동 
네트워크 (AMAN)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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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자이델재단’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서 주최하며  ‘국경없는 새를 통해 본 남북 동해해안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다. 생태(조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국경을 알지못하고 남북한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이에 동해해안 접경지

역을 중심으로 남북 강원도를 이동하는 새(조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 현지에서 조류조사 및 습지보호를 진행하

고 있는 국외전문가와 국내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에서 주최하며 ‘올림픽유산의 보존과 활용: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록화’를 주제로 한다. 스

포츠를 통해 단순히 경기결과를 공유하고 순위와 성적에 치중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스포츠 문화의 현상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발

생한 기록 유산의 가치와 형태를 살펴보고 올림픽 기록 유산 관리에 관한 연구 및 해외 사례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기

록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스자이델재단은 1967년에 설립된 독일정치재단으로 기독교사회당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평

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를 모토로 독일 및 해외에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는 30년 이상 한반도 화해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DMZ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발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분단 및 통일 경험을 공유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자연

보호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북한

에서는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편입과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민간의 통일준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민간재단이다. 재단은 매

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을 통해 통일공감대형성, 통일인적자원개발, 글로벌역량강화, 북한사회개발, 탈북민지

원, 학술연구 등의 분야에서 현재까지 국내외 파트너와 약 280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통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는 88올림픽 이후 29년만에 IOC의 최종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의 올림픽연구센터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

라 올림픽의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센터는 올림픽 관련 

연구를 통한 올림픽운동 확산,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방안 도출, 관련 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 타 

국가의 올림픽 연구센터와의 학술 교류,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년여간 총 3번의 국제학술대회와 1번의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올림픽 유산 활용을 

통한 스포츠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자원봉사 교육 및 붐업 행사를 진행하였

으며, 각종 매체에서 올림픽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한 인터뷰 및 기사를 실었다. 

앞으로도 올림픽 및 메가스포츠이벤트에 대한 학문적 유산의 필요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리피즘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세션 4 동시세션 5
국경없는 새를 통해 본 남북 동해해안의 중요성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활용: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록화

세션 소개 세션 소개

‘한스자이델재단’ 소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소개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 소개

2월 10일 (월) 10:30-12:30 | 평창홀3 2월 10일 (월) 13:30-14:30 | 평창홀1+2

연 사 토론자좌장/토론자 연 사

더그 왓킨스 
EAAFP 대표

윤거일  
부산대학교 강사

한동욱 
(사)에코코리아
PGA연구소장

김동수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천호준 
우석대학교 부교수

홍석표 
강원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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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이번 발표에서는 스포츠 공공 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서 스포츠가 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FHI360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인 스포츠 방문자 (Sports Visitor) 및 스포츠 특사 (Sports 

Envoy)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스포츠의 힘에 

대해 논의한다.

FHI360의 스포츠 방문자 및 스포츠 특사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미국 스포츠 외교의 역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스

포츠 공공외교의 영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강원대학교’에서 주최하며 ‘평화문명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정신 구현‘을 주제로 한다. 과거의 스포츠 경기 결과의 공

유 및 순위 성적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은 다양한 평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의 구축을 모색한다. 동아시아에 속한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변화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

를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동아시아를 상상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견인할 새로운 

담론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FHI360은 미국 및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이다. 스포츠 방

문자 및 스포츠 특사 프로그램의 운영파트너이며, 미 국무부와 협력 하에 두 프로그램의 기획, 주최 및 실행을 담

당한다. FHI360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라이언 플로드와 이언 에반스는 지역사회 강화를 위한 스포츠 전파에 힘

쓰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선도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 미래지향적인 섬세한 전략으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생

태계에 맞춰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이

루는 부드럽지만 강한 강원대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산업체에 대학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아이디어와 자원을 대학에 집중하도록 하고, 대학은 그 가치

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픈

캠퍼스의 실현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입시 및 취업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대학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명문대학으로서의 명예와 위상을 한껏 높여가고 있다.

동시세션 6 동시세션 7
스포츠를 통한 공공외교 평화문명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정신 구현

세션 소개 세션 소개

‘FHI360’ 소개
‘강원대학교’ 소개

2월 10일 (월) 13:30-14:30 | 평창홀3 2월 10일 (월) 15:00-16:30 | 평창홀1+2

좌 장 연 사

윤여일 
제주대학교 교수

김풍기
강원대학교 교수

서   승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진징이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연 사

좌 장

김아람 
2018평창 기념재단 교육담당PM

이안 에반스 
FHI 360 프로그램 
담당자

라이언 플로드 
FHI 360 프로그램 
오피서

댄가즌 
평화축구 코리아 사업국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
교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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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ROGRAM BOOK   ||   프로그램북   |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4.27 개성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6.30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정

상회동, 남북단일팀 등을 통해 불어온 평화의 바람을 돛에 가득 받아안아 남북교류협력과 세계평화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

다. 민감한 정치경제군사외교적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 문화체육 부문에서부터, 육로보다 비교적 수월한 수로(물길)부터 열

면 분단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평화의 길 개척이 용이하다. 물길(유람선으로 개성관광 재개) 먼저 열고, 뭍길(판문점 통과하여 개성까

지 평화마라톤과 평화자전거대회 개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마저 열고, 살길(호혜평등 상호번영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까지 함께 열면 

비로소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이 보일 것이며, 상징적으로 2020년 경자년(更子年)에 남과북이 평창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전쟁 정전협

정장이던 개성 판문점에서 '통일한반도 생태수도'와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도전'을 선포하는 것도 고무적일 것이다. 

‘강원국제회의센터’에서 주최하며 ‘미래를 디자인하는 어스(US) –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평화로 인도하는 미디

어‘을 주제로 한다.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계경계선을 넘나드는 평화번영의 시대 속에 미디어는 더 이상 정보 전달만

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세상을 투영하는 창이 되며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세션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하는 

미디어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조명하여 사회통합과 평화

를 위한 미디어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남북경협의 쌍두마차는 개성관광•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다.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약칭 개성관광)는 중단된 개성관광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한 단체이다. 개성관광이 DMZ 문화유적 답사와 1100년 고려뱃길 복원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평화관광, 역사관광, 생

태관광은 평화교육 함양과 연안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며, 엄중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다소 비켜 환경, 사람, 교육의 가치를 표

방함으로써 한반도평화의 길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열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개성8경[개경8경, 송도팔경] 중 북측에 6개, 남측에 2

개로 분단된 개성의 문화유산 및 명승지를 연구하여 개성관광의 새 길을 열 것이며, 오는 2032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서울-

개성-평양올림픽도 염두에 두고 관광 뿐아니라 남북 친선 스포츠대회 등과도 적극 연계할 것이다.

강원국제회의센터는 강원도를 MICE(컨벤션, 그룹 인센티브 등 국제행사)의 목적지로써 마케팅하는 MICE 도시마케

팅전담기구이다.

강원국제회의센터는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한 마케팅(해외 현장유치, 제반비용 지원, 팸투어 진행 등)과 도내 79개 

회원사(호텔, 여행사, PCO, 관광지, 기념품샵)를 통한 개최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컨벤션 및 이벤트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동시세션 8 동시세션 9
평창에서 개성~금강산~평양까지 평화길잇기 미래를 디자인하는 어스(US):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평화로 인도하는 미디어

세션 소개 세션 소개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 소개

‘강원국제회의센터’ 소개

2월 10일 (월) 15:00-16:30 | 평창홀3 2월 10일 (월) 15:00-16:30 | 대관령2

토론자 연 사 토론자

좌 장 좌 장연 사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

김영욱 
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 소장

올리버 호담 
NK News 편집장

박영재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대표

엄경철 
KBS 통합뉴스룸 
보도국장

박종영 
공주 비행학교 조종사

전영재 
춘천MBC 뉴미디어 팀장

최용익 
DMZ자전거투어, 
개성통일자전거 평화활동가

민승준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
본부 조직위원장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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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9ㅣSunㅣ-11ㅣTueㅣ, 2020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Gangwon, Republic of Korea

Peace! Here and Now 평화! 지금 이곳에서

2020. 2. 9ㅣ일ㅣ-11ㅣ화ㅣ,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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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평화연구소’에서 주최하며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을 위한 포용적 파트너십 (inclusive partnership) 구축’을 

주제로 한다.

평화는 그 자체가 이뤄야 할 목표이며 핵심가치이자, 다른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평화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 및 연구기

관 간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SDGs Goal 16 이행 및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평화적 협력을 통한 포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SDGs Goal 16에서 언급하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포스텍 평화연구소는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연결망 구축 준비작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 한반도 평화

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2018년 9월 3일 설립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싱크탱

크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한다.

현재 평화포럼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리아리포트, Weekly PPI Briefing을 발간하여 통일•평화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통일•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 9월 20일-27일에 있었던 국제행동주간을 동안 전세계 시민활동가 및 시민들은  Stand Together Now 

캠페인(www.standtogethernow.net / https://gcap.global/)에 적극 참여하며,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평화, 

평등, 환경, 기후정의 및 시민공간(civic space)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기후 파업 

(Global Climate Strike) 및 Global Week to #ACT4SDGS (https://act4sdgs.org/)와 연대하여 주최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SDG 캠페인을 추진해 온 전문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SDG 실천의 10년 (2021-

2030년) 및 UN 창립 75주년을 고려하여 새로운 2020년 한 해를 위한 공통의 캠페인 전략을 논의한다.

동시세션 10 동시세션 11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을 위한 포용적 파트너십 (inclusive partnership) 구축 SDGs 캠페인 – Stand Together Now 2020 !

세션 소개 세션 소개

‘포스텍 평화연구소’ 소개

2월 10일 (월) 17:00-18:30 | 평창홀1+2 2월 10일 (월) 17:00-18:30 | 평창홀3

연 사

연 사

좌 장

올리버 헨먼 
 Action4SD    
글로벌 코디네이터 

레베카 말레이
나이지리아 NGO 
네트워크 글로벌 공동의장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 책임연구원

아구스티나 
카르피오 
NGO INPADE
ESCR 지역 
코디네이터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루브나 카드리 
와예드 
Wada Na Todo 
Abhiyan (Don’t break 
your promise) 인도, 
전무이사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로라 힐데브란트 
UN SDGs 실천 캠페인

파라 나지르 
글로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GCAP) 
영국 

박주홍 
포스텍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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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국의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병력 및 군사시설

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습니다. 한국전쟁이 종전(終戰) 아닌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고 육상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임진강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서 동해안인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km, 1,292개 표지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제도인 DMZ는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 공간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격리 배치, 

감시기구 설치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현재 한반도 DMZ와 그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첨예하

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 천년고찰 ‘월정사’를 방문하여 스님과의 차담을 나누는 

투어입니다. 스님과의 차담(茶啖)은 월정사템플스테이의 대표적인 프로

그램으로 따뜻한 차와 함께 스님들의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정사는 명상마을과 성보박물관 등을 전통사찰의 영역 밖에 새롭게 조

성하면서 2018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월정사는 자장율사에 

의해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창건된 고찰입니다. 월정사를 품고 있는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산으로 

산 전체가 불교성지가 되는 곳은 남한에서는 오대산이 유일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설움과 통일의 의지를 다

지기 위해 1983년 세워진 통일안보교육의 체험장입니다. 또,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는  금강산 1만 2천봉과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 바다위의 금강이라 불리

는 해금강,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깃듯 감호 등 푸른 동해의 절경과 백사장을 한 폭

의 수채화를 바라보듯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위치해 있는 박물관으로 남북한의 평화를 바

라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2009년 개관하였습니다. 세계냉전의 유산

인 비무장지대(DMZ)를 주제로 6.25전쟁 전후의 모습, 정전협정으로 

생긴 군사분계선과 DMZ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 이후 지속되었던 군사

충돌, 민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독특한 생태환경을 담은 전시물과 영

상을 담고 있습니다. 

DMZ 투어 평창평화투어

내 안의 평화투어

DMZ투어, 평화투어를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안내데스크(컨벤션센터 1층)에 오시면 현장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출발 30분 전까지 컨벤션센터 입구의 셔틀버스 승하차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DMZ

>>  월정사

>>  통일전망대

>>  DMZ박물관

일 시   2월 11일(화)   13:00 - 19:00 

장 소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일 시   2월 10일(월)   A코스 10:35 - 12:30 / B코스 15:35 - 17:45
장 소   평창군 일대

A 코스

B 코스

일 시   2월 11일(화)   14:00 - 16:30
장 소   오대산 월정사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통일전망대

발왕산
케이블카

평창평화봉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

DMZ박물관
비엔나

인형박물관

비엔나
인형박물관

스님과
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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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2월 9일(일) - 10일(월) | 평창 알펜시아 및 아이원 리조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세계에 보여주었던 평창평화가치를 계승-확산하고자 출범하게 된 평창평화

포럼을 경험하고, 평화인재육성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들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교

류 프로그램입니다. 

평창평화포럼의 주제인 ‘평화 및 4가지 주제(스포츠, 경제, 생태, UN SDGs)’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10개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피스 투어’가 진행됩니다. ‘피스 투어’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창평

화포럼 참여 및 평화 주제의 조별 토론활동, 청소년 평화선언문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평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2월 7일(금) -9일(일) | 진부면민 체육공원 풋살장

스포츠와 평화를 주제로 평화교육 워크샵과 친선축구경기가 열리는 프

로그램입니다. 분쟁-분단지역 3개국(볼리비아, 동티모르, 케냐) 청소년

축구팀 3팀과 대한민국 청소년 축구팀 3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축구대

회입니다. 

참가선수 대상 워크샵의 경우 ‘What is Peace and Conflict?’, ‘Breaking 
down Barriers’, ‘Peace and Communication’을 주제로 2월 7일 평

창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되며, 축구대회의 경우 2월 8일 09시 30분 부터 

15시 50분, 2월 9일 09시 20분 부터 17시 까지 진부면민 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  평창 피스컵

2월 9일(일) |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평창홀3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를 주제로 평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콘

텐츠 공모전입니다. 세계 평화, 남북간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 내면의 

평화 등을 주제로 사진, 영상, 그림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함으로

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차 

심사 이후 사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엄선된 작품들이며, 작품 발표는 2월 

9일 16시 컨벤션센터 평창홀 3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평화적 상상력 공모전 

2월 8일(토)  18:55,  2월 11일(화) 13:25
평창 알펜시아 시네마 (오디토리움)

강원도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상영작을 소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화-공존-번영을 주제로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3편의 영화를 

무료상영합니다. 탈북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은서>, 공동경

비구역을 배경으로 하는 <판문점 에어컨>, 탈북2세의 일상적 문제를 다

루는 <대리시험>이 상영됩니다. 평창 알펜시아 시네마(1층 오디토리움)

에서 2월 8일(토) 18시 55분, 2월 11일(화) 13시 25분부터 2차례 진행

될 예정이며 자세한 영화소개 리플릿은 영화관 입구 데스크에서 받아 보

실 수 있습니다.

>>  남북 평화영화제 수상작 상영

2월 10일(월)  1회 10:30 ~ 11:00  /  2회 15:00 ~ 15:30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2층 로비

‘함께 행복한 사회’,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주제로 세션 브레이크 시간을 이용하여 세계적, 평화적 이슈 스

토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월 10일(월) 10:30, 15:00에 각각 30분씩 평창알펜시아 컨벤션센터 2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발표자는 

헬프시리아의 압둘와합 사무국장과 이일 변호사이며 강연 참석대상입니다. 이는 더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명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평화의 문화교류와 평화실천가가 될 수 있는 Spirit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  SPEAK NOW!2월 1일(토) -11일(화) | 청량리역 및 서울역 3층, 진부역 1층

남북 강원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 전시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개최합니다.  

2월 1일(토)부터 11일(화)까지 총 11일간, 청량리역 및 서울역 3층,      

진부역 1층에서 진행됩니다. 

* 진부역 2.1(토) - 2.11(화) 청량리역 2.1(토) - 2.4(화) 

  서울역 2.5(수) - 2.11(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남북 강원도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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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알펜시아 운영 셔틀버스 

* 셔틀버스 승차장은 컨벤션센터 출입구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KTX 진부역

운영기간   2월 9일(일) ~ 2월 11일(화) 

               강릉행/서울행 KTX 진부역 도착 및 출발 시간에 맞추어 셔틀버스 운영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공식호텔 ∙ 횡계버스터미널

운영기간   2월 9일(일) ~ 2월 11(화) 07:00 ~ 20:00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 

•2020평창평화포럼 셔틀버스

 * 강릉행 KTX 진부역 도착 예정시간 15분 후 진부역 앞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셔틀버스가 출발할 예정

 * 서울행 KTX 진부역 출발 예정시간 35분 전 컨벤션센터 앞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셔틀버스가 출발할 예정

A 코스 B 코스

00, 30분 출발 15, 45분 20, 50분 25, 55분 30, 00분 45, 15분 도착

컨
벤
션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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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센
터

횡
계
버
스
터
미
널

AM호
텔

트
라
이
앵
글
 

   
 레

지
던
스

평
창
라
마
다
호
텔

컨
벤
션
센
터

KTX
 진

부
역

구 분
진부역
(출발)

컨벤션센터
(도착)

컨벤션센터
(출발)

진부역
(도착)

비고

A-1 - - 08:15 08:35

A-2 08:00 08:20 09:50 10:10

A-1 09:05 09:20 10:05 10:25

A-2 09:30 09:50 13:15 13:35

A-1 10:30 10:50 17:45 18:05 2.9(일)만 운영

A-2 17:50 18:10 18:20 18:40

A-1 19:20 19:40 19:50 20:10 2.9(일)만 운영

A-2 20:00 20:20 21:15 21:35

A-1 22:00 22:20 - -

구 분 컨벤션센터 횡계버스
터미널 AM호텔 트라이앵글

레지던스
평창라마다

호텔
컨벤션센터

B-1 - 07:15 07:20 07:25 07:30 07:45

B-2 - 07:45 07:50 07:55 08:00 08:15

B-1 08:00 08:15 08:20 08:25 08:30 08:45

B-2 08:30 08:45 08:50 08:55 09:00 09:15

B-1 09:00 09:15 09:20 09:25 09:30 09:45

B-2 10:00 10:15 10:20 10:25 10:30 10:45

B-1 11:00 11:15 11:20 11:25 11:30 11:45

B-2 12:00 12:15 12:20 12:25 12:30 12:45

B-1 13:00 13:15 13:20 13:25 13:30 13:45

B-2 14:00 14:15 14:20 14:25 14:30 14:45

B-1 15:00 15:15 15:20 15:25 15:30 15:45

B-2 16:00 16:15 16:20 16:25 16:30 16:45

B-1 17:00 17:15 17:20 17:25 17:30 17:45

B-2 18:00 18:15 18:20 18:25 18:30 18:45

B-1 18:30 18:45 18:50 18:55 19:00 19:15

B-2 19:00 19:15 19:20 19:25 19:30 19:45

B-1 20:00 20:15 20:20 20:25 20:30 -

B-2 20:00 20:15 20:20 20:25 20:30 -

구 분 진부역(출발) 컨벤션센터(도착)

1 11:00 11:18

2 13:00 13:18

3 15:00 15:18

4 17:00 17:18

5(주말) 20:00 20:18

구 분 컨벤션센터(도착) 진부역(출발)

1 12:08 12:23

2 14:08 14:23

3 16:08 16:23

4 19:08 19:23

5(주말) 21: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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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솔봉로 325

https://www.alpensia.com/accomm/ic/hotel-info.do

강원도 평창군 솔봉로 325

https://www.alpensia.com/accomm/hir/hotel-info.do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10

http://www.triangleresidence.co.kr/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오목길 107

http://www.pyeongchangramadahotel.com/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길 30

http://www.hotelam.co.kr/

음식점 및 카페 공식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알펜시아 평창리조트  
•알펜시아 리테일 빌리지  

•인터컨티넨탈 호텔

•홀리데이인 리조트 호텔

•스키700

홀리데이인 리조트 호텔    

트라이앵글 레지던스  

라마다 호텔 & 스위트 강원 평창 

AM 호텔  

033) 339-1225

033)339-0000

033)333-1000

033)332-7000

1855-1866

구분 음식점 장소 운영시간 연락처

한식 육대장 101동 1층 08:00 ~ 22:00 033-339-0611

용우동 103동 1층 10:00 ~ 22:00 033-339-0625

자연이야 103동 1층 033-339-0623

대관령한우촌 104동 1층 11:00 ~ 22:00 033-339-0683

BBQ 치킨 103동 1층 17:00 ~ 23:00 033-339-0655

열정분식소 102동 1층 09:00 ~ 22:00 033-339-0626

일식 기소야 101동 1층 08:30 ~ 20:30 033-339-0612

패스트푸드 도미노피자 101동 1층 11:00 ~ 21:00 033-339-3082

롯데리아 102동 1층 09:00 ~ 17:30 033-339-0660

음료 및 
기타

배스킨라빈스 101동1층 11:00 ~ 20:00 033-339-3131

엔제리너스 102동 1층 09:00 ~ 20:00 033-339-0662

클라우드 201동 1층 17:00 ~ 02:00 033-339-0696

구분 음식점 장소 운영시간 연락처

양식 플레이버스 
레스토랑

호텔 1층 06:30 ~ 22:00 033-339-1302 

음료 옥시 라운지 호텔 1층 08:00 ~ 23:00 033-339-1304 

초콜릿 옥시 델리 호텔 1층(로비) 11:00 ~ 21:00

구분 음식점 장소 운영시간 연락처

한식
양식

몽블랑 
레스토랑

호텔 1층 07:00 ~ 22:00 033-339-1310

구분 음식점 장소 운영시간 연락처

한식
스넥

쁘띠몽
스키하우스 1층 
(콘도 203동) 08:00 ~ 22:00 033-33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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