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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MESSAGE
환 영 사
2022 평창평화포럼에 오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창평화포럼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평화 유산'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 그리고 평화도시 평창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평화 담론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4회차를 맞은 평창평화포럼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기구와 더불어 시민사회, 국내·외 평화
활동가 등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글로벌 평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2022 평창평화포럼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하며, 메타버스에 구현 된 '메타 DMZ
평화지대'에서도 평화 논의를 이어갑니다. 또한, 청년들을 포함한 MZ세대(Millennials and Gen Z)층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국 속이지만,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이 우리 평화 논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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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평창평화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은

평화의 중심지, 평창을 찾아오신 세계 각국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평화의 도시 ‘평창’에서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대주제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이곳 평창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남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린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스포츠, DMZ평화지대, UN SDGs, 평화공공외교 5가지 핵심의제와 함께 ‘2024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한 평화 협력’이라는 특별 주제로 스포츠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창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평화의 큰 울림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 유스피스챌린지 개최 및 평화 인재양성단을 통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평화에 대한 인식을

2022 평창평화포럼은 정치와 공공외교, 경제, 스포츠, DMZ평화지대, UN SDGs 등 전 분야에 걸친 평화에

일깨우고 나아가 평화에 대한 감수성과 리더십을 갖춘 평화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평화를 구현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한 바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그간의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논의된 많은 실천 과제들을 하나씩 실현하고, ‘평창’에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때까지, 평창평화포럼은 평화정신 확산의 모멘텀을 높이고,

시작된 평화 유산의 의미를 도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감동과 희망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여러분의 노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평창에서 만난 여러분과 전 세계에 평화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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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2018평창 기념재단

올해 4회째를 맞는 ‘2022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평화의 드라마, 평화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이 된 평창평화포럼에 오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 올림픽’으로 불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러 차기 개최지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국면을 평화공존을 논의하는 장으로 옮겨
왔다는 점이 큰 성과입니다. 평화공존의 논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

올해로 4번째를 맞는 평창평화포럼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기원, 분단된 국가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 평창평화포럼의 주제가 ‘평화, 지금 이 곳에서! / 종전
선언과 그 너머’라고 정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평화 뉴딜’이라는 대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고민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새로운 평화비젼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비단 한반도만의 숙제는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를 겪었고

습니다.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기후환경, △소득격차, △불평등,
△성차별 등 세계 곳곳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분쟁위험을 높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평화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구촌 공동의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기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SDGs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SGDs 17개 목표
중 16째 목표-‘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로 포함돼 있고 따라서 SDGs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이면서

올해도 평창평화포럼은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주제로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이곳 평창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점을 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의 평화를 위협받는 지금, 평화의 위협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시 한 번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자체가 목표이기도 합니다. ‘평화없이 개발없고, 개발없이 평화없다’라는 말이 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발을 디딘 이 곳 한반도의 평화 논의와 더불어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평화 논의에

2022 평창평화포럼은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정진할 것이며, 세계적인 평화포럼으로 성장될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고, 또한 글로벌 평화 논의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 평창평화포럼’에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지구촌의 평화를
향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다채로운 해법도 다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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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평창평화포럼 핵심의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광 실현과 수익모델

경제

•남북철도 연결,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
•스포츠 교류를 통한 분쟁국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스포츠

•새로운 도전, 두려워하지 말자

DMZ 평화지대 •DMZ 평화지대와 그린 데탕트
2022 평창평화포럼 / PyeongChang Peace Forum 2022

		

행 사 명
간

2022년 2월 22일(화) ~ 24일(목), 3일간

장

소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원

		

		

기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대 주 제

종전선언과 그 너머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and Beyond)

핵심의제

경제, 스포츠, DMZ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화공공외교

		

		

슬 로 건

		

*특별의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통한 평화 협력

UN SDGs

평화공공외교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
•글로벌 평화 도전과 과제
•'평창 평화정신'과 공공외교
•한미수교140주년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략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남북 평화증진방안

특별의제

•2022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진단

주최

				

주최/주관주최
주관

2022 평창평화포럼 참여기관

주관
원후원
		

후

/

후원

(재)평창평화센터
국제평화포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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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혁시민연대 (C4UN)
평창유스피스챌린지

평양과학기술대학
PPF 청년위원회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평창평화대사(Y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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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일자별 프로그램

●색상범례

시간/일자
장소

2월 22일(화)
그랜드볼룸

오디토리움

평창홀 1+2

평창홀 3

루지홀

장소
09:00~09:30

09:30~10:00

09:30~10:00

10:00~10:30
10:30~11:00

파트너세션
2

청년/MZ
세션 1

그랜드볼룸 오디토리움 평창홀 1+2 평창홀 3

10:00~10:30
10:30~11:00

경제세션
1

평화공공
외교세션
1

11:00~11:30

11:30~12:00

11:30~12:00

12:00~12:30

12:00~12:30

12:30~13:00

12:30~13:00

13:00~13:30

13:00~13:30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평화공공
외교세션
13:30~14:00 특별공연
2
14:00~14:30

개회식

14:00~14:30
14:30~15:00
15:00~15:30

16:00~16:30
16:30~17:00

공식행사

루지홀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6
7
8

온라인

파트너세션
9
(온라인)

점심

파트너세션
10

청년/MZ
세션 3

파트너세션
11

스포츠세션 파트너세션
2
12

청년/MZ
세션 4

파트너세션
13

15:00~15:30
세계인터강원협력
네트워크(GIG)
발족식

15:30~16:00
스포츠세션
1

파트너세션
3

파트너세션
4

UN SDGs
세션 1
(온라인)

16:30~17:00
17:00~17:30

17:30~18:00

17:30~18:00
특별주제
세션 1

경제세션
2

16:00~16:30

17:00~17:30

18:00~18:30

청년/MZ세션

14:30~15:00

기조연설
(14:50~15:20)

15:30~16:00

파트너세션

2월 23일(수)

11:00~11:30

13:30~14:00

특별주제세션

시간/일자

09:00~09:30

파트너세션
1

전체세션

파트너세션
5

청년/MZ
세션 2

18:00~18:30

18:30~19:00

18:30~19:00

19:00~19:30

19:00~19:30

평창 평화의 밤*
19:30~20:00
Ⅰ

19:30~20:00

20:00~20:30

20:00~20:30

20:30~21:00

20:30~21:00

DMZ
평화지대
세션 1

UN SDGs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세션 2
14
15
16

파트너세션
17
(비공개)

평창 평화의 밤*
Ⅱ

•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창 평화의 밤'은 초청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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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일자별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시간/일자
장소

평창홀 1+2

No.

09:00~09:30
09:30~10:00
10:00~10:30
10:30~11:00
11:00~11:30

시간
10:00~11:30

랩업세션
(09:30~10:10)

1

폐회식

13:00~13:30
13:30~14:00

환송오찬

14:00~14:30

10:00~11:30

15:00~15:30
2

16:00~16:30

17:00~17:30

18:00~18:30

19:30~20:00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파트너세션 2] 종전선언과 지속가능한 남북강원 협력

페이지

평창홀 1+2

60

평창홀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62

좌 장: 송영훈 교수, 강원대학교
연 사: 황수환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이동기 부교수, 강원대학교

[청년/MZ세션 1] 2022 평창평화포럼 유스피스챌린지

3

10:00~11:00

4

13:00~14:30 개회식

18:30~19:00
19:00~19:30

[파트너세션 1]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전략

장소

패 널: 정대진 평화센터장, 한평정책연구소
배기찬 전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6:30~17:00

17:30~18:00

프로그램

패 널: 김형석 교수, 대진대학교
권영경 명예교수, 국립통일교육원
김효진 연구원장,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곽경덕 사장, (주)지에스
남오연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청호
박정원 교수, 국민대학교
신한용 대표이사, 신한물산
유창근 대표, SJ테크
임완근 원장,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정우진 선임연구위원,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홍순직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4:30~15:00

15:30~16:00

1일차

동시통역 제공

연 사: 홍양호 석좌연구위원, 북한연구소
김관호 차장, 한국농어촌공사

11:30~12:00

12:30~13:00

한 En

좌 장: 이상만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신봉섭 초빙교수, 광운대학교

특별주세세션 2

12:00~12:30

:

2월 22일(화)

2월 24일(목)
그랜드볼룸

: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5

루지홀

평창 유스피스챌린지 2022

14:50~15:20 기조연설

그랜드볼룸
그랜드볼룸

30

연 사: 짐 로저스 회장, 로저스 홀딩스

20:00~20:30
20:30~21:00
•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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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세부 프로그램
15:30~17:00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GIG)발족식] 인터강원과 세계

1일차
오디토리움

사단법인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세부 프로그램

배경설명: 이영길 국제자문,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GILPP)

9

대 담: 아트 린슬리 의장, 미국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 유엔 세계식량기구(WFP)

7

평창홀 1+2

38

11

평창홀 3

유엔개혁시민연대(C4UN)

64

16

12

패 널: 시릴 리치 초대회장, CoNGO
데이비드 코데 캠페인 책임자,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
올리버 헨먼 국제 협력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
누드하라 유수프 국제청년활동 협력관, 유엔개혁시민연대(C4UN)
2022 평창평화포럼 유스피스챌린지 수상자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파트너세션 4]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강원도
강원도 남북교류과

(사) 한국체육학회

68

연 사: 송홍선 스포츠과학연구실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태완 센터장,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이준희 교수, 경희대학교
이재훈 센터장,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17:30~19:00

연 사: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회장, UN 총회

15:30~17:00

[파트너세션 5]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평창홀 1+2

패 널: 정현철 교수, 경희대학교
김복민 대표이사, 비오케이주식회사
임충훈 교수, 서울대학교
서일한 교수, 경기대학교

연 사: 남영호 교수, 신한대학교
테티아나 오쿠렌코 부이사장, 골든몽구스재단

좌 장: 이성훈 대표,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9

52

좌 장: 박채희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패 널: 심흥식 논설주간, 경기신문
조문수 교수, 숭실대학교

8

오디토리움

연 사: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 대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김경성 이사장, 남북체육교류협회

17:30~19:00

좌 장: 김진호 국제전문기자

15:30~17:00

패 널: 김태영 교수, 경희대학교
김명연 교수, 상지대학교
김형석 이사장,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정준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통일부

패 널: 마고매드 막디브 이사장, 골든몽구스재단
이양구 전 대사,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남북체육교류협회

[파트너세션 3] 유엔 우리 공동의 의제(OCA) 보고서와 평화

1일차

좌 장: 박상철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10

알림말씀: 유하종 사무총장, 사단법인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스포츠세션 1] 스포츠 교류를 통한 분쟁국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동시통역 제공

17:30~19:00 [특별주제세션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남북 평화증진방안

축 하: 최영한 국제관계대사, 강원도
안드레아스 윌랜드 의장, 독일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찰리 라멘토 의장, 스위스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그레이스 하몬 의장, 필리핀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아이린 스퀼라치 의장, 볼리비아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댄 샤함 공동대표, JADDE
죠슈아 뭉크자갈 의장, 몽고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로빈다르 사츠데보 의장, 인도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이부 하나 의장, 인도네시아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캘빈 추아 의장, 싱가포르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15:30~17:00

한 En

연 사: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김기석 교수, 강원대학교

축 사: 곽도영 의장, 강원도의회
아트 린슬리 의장, 미국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6

:

좌 장: 안동규 교수, 한림대학교

56

인사말: 이수형 협회장,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13
루지홀

[청년/MZ세션 2] 상상으로 시작하여 실천하는 평화
상상평화캠프

평창홀 3

94

연 사: 김승현 학부생, 동국대학교
박우림 학부생, 순천향대학교
포티니 기아노플루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아르바즈 후사인 학부생, 강원대학교
최누리 학부생, 숙명여자대학교
가바소바 세바라 다이야노브나 학부생, 부산대학교
크세니아 나니 대학원생, 한남대학교
19:00~20:30 평창 평화의 밤Ⅰ

그랜드볼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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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세부 프로그램

2일차

세부 프로그램

2월 23일(수)
No.

시간

프로그램

[경제세션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광
10:00~11:30 실현과 수익모델
(주)남북경협
1

장소
그랜드볼룸

페이지
34

좌 장: 이주형 교수, 경기대학교
연 사: 박경만 선임기자, 한겨레신문
심상진 교수, 경기대학교

6

10:00~11:30

[평화공공외교세션 1] ‘평창 평화정신’과 공공외교

오디토리움

(재)평창평화센터

48
7

좌 장: 이정옥 명예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연 사: 류태경 박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정기웅 HK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문경연 부교수, 전북대학교

3

8

평창홀 1+2

평창홀 3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18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파트너세션 8] 한반도 기후협력: 국제사회의 역할
한스자이델재단

제이아이엠에스글로벌(주)

76

패 널: 김우상 교수, 연세대학교
신경수 사무총장, 한미동맹재단
영 김 현 미 연방하원의원
루이스 페인 전 미 연방하원의원
존 파소 전 미 연방하원의원
그랜드볼룸

13:00~14:00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특별공연

오디토리움

50

좌 장: 허문영 사무총장, 한미수교140주년기념사업회

[파트너세션 10] 보다 나은 공동체를 향한 실험적 시도

평창홀 1+2

평양과학기술대학

78

연 사: 송경호 국제금융경영학부 교수, 평양과학기술대학
패 널: 짐 로저스 대표, 로저스홀딩스
이정철 교수 서울대학교
이남주 교수, 성공회대학교
김공회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72

연 사: 박민수 전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이수훈 전 주일대사
홍현익 원장, 국립외교원
호사카 유지 명예교수, 세종대학교
콘도 쇼이치 중의원, 일본 중의회
10:00~11:30

온라인

좌 장: 최민식 분과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9

좌 장: 윤재선 소장,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5

[파트너세션 9] 한미 평화전략 온라인 세션

좌 장: 안호영 총장, 북한대학원대학교

13:00~14:30

패 널: 남상백 교수, 한양대학교

4

2일차

패 널: 김창수 자문위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인해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70

연 사: 윤상훈 박사과정, 을지대학교
한승진 교수, 을지대학교

10:00~11:30

동시통역 제공

연 사: 윤영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좌 장: 이원재 부교수, 국민대학교

[파트너세션 7]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의 역할과 평화헌법

한 En

[평화공공외교세션 2] 한미수교140주년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13:00~14:30 평화를 위한 전략
한미수교140주년기념사업회

패 널: 김태균 교수, 서울대학교
송진호 전 상임이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김성규 회장, 국제개발협력학회
[파트너세션 6] 올림픽 유산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올림픽 유산
10:00~11:30 보존과 확산
아시아스키연맹

:

연사/패널: 최현아 수석연구원, 한스자이델재단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 대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토마쉬 비에지보프스키 대표, 유락세스
송철호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임철희 교수, 국민대학교
10:00~11:30

패 널: 짐 로저스 회장, 로저스 홀딩스
이철진 교수, 동서대학교

2

5

: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13:00~14:30

[청년/MZ 세션 3] 청년과 평화
PPF 청년위원회 (APCD / A PeaCe Developer)

평창홀 3

96

좌 장: 서준희 위원장
10
루지홀

74

연사/패널: 오유석 부위원장
김용대 위원
박희연 위원
배윤진 위원
서인경 위원
이민호 위원

김수민 위원
박기언 위원
박종원 위원
석수민 위원
장준환 위원
장희주 위원

종전선언과 그 너머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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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세부 프로그램
이중엽 위원
천수연 위원
최지혜 위원
하심 칸 위원
감민서 위원

10

13:00~14:30

2일차

세부 프로그램

루지홀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패 널: 킨 오마르 대표, 프로그레스 보이스
샤미니 칼리에무투 상무, 포럼 아시아
폴 오크무 사무국장, 아프리카 플랫폼
엠마누엘 크웨시 아닝 이사, 코피 아난 국제평화유지훈련센터
15:00~16:30

15:00~16:30

그랜드볼룸

한국철도공사

36

16

13

오디토리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17

연 사: 박서준 학생, 대구국제학교
안혜경 배우
[파트너세션 12] 기후위기와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과제

평창홀 1+2

(사)에너지전환포럼

18

연 사: 남상민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황진태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20

15:00~16:30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청년/MZ세션 4] 청년 평화 의제 2030
평창평화포럼 청년평화대사(PPF YPA)

연 사: 권구일 전문 교수,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온라인

44

연 사: 싱고 스티픈 므와초피 부소장, Security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re(SRIC) 외 2인
패트릭 미한 박사후연구원, 런던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연구 학원(SOAS)
김보경 교수, 서울대학교
김영완 교수, 서강대학교
임시정 교수, 고려대학교

17:00~18:30

[DMZ평화지대세션 1] DMZ 평화지대와 그린 데탕트
지구와사람

그랜드볼룸

42

좌 장: 김왕배 상임대표, 지구와사람

패 널: 강은빈 공동대표, 청년기후긴급행동
이은호 위원장,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15

84

패 널: 소예니 파트너십 담당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기니사무소
송수전 과장, 한국국제협력단

82

좌 장: 박진희 교수,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14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GILPP)

좌 장: 이일청 선임 연구조정관,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40

좌 장: 김철민 사무총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

15:00~16:30

루지홀

[UN SDGs 세션 1]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16:00~18:00 방안 모색
한국국제협력단

패 널: 허영 국회의원
[스포츠세션 2] 새로운 도전, 두려워하지 말자

[파트너세션 13] DMZ 유엔 평화교육

패 널: 찬기즈 자파르 대령, 파키스탄군
하영재 객원 교수, 한림대학교
김규남 연구원, 강원연구원
찰리 라멘토 소장,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GILPP)

연 사: 나희승 사장, 한국철도공사
이정철 교수, 서울대학교
프랑소와 다벤느 사무총장, 국제철도연맹(UIC)
아틸라 키쉬 사무총장, OSJD

15:00~16:30

2일차

좌 장: 이영길 국제자문,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GILPP)

좌 장: 앤드류 새먼 기자 겸 편집자, 아시아 타임즈
12

동시통역 제공

패 널: 산두니 디사나야케 평창평화포럼 청년평화대사(PPF YPA)
이마니 루반가 평창평화포럼 청년평화대사(PPF YPA)
첼시 조이 세레조 평창평화포럼 청년평화대사(PPF YPA)
김지은 의장,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박서정 임원, SDSN 유스코리아
강채연 학생, 한국외국어대학교

80

연 사: 얀 나잉 툰 한국특사,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외교부
솔로몬 파리스 대표, 바하이 국제 커뮤니티 아디스 아바바 사무소

[경제세션 2] 남북철도 연결,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

한 En

연 사: 수순 노 평창평화포럼 청년평화대사(PPF YPA)
이서영 학생, 경희대학교
아이슈와라 마카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펠로우, 유엔재단
브라이튼 카오마 글로벌 코디네이터, SDSN 유스코리아

좌 장: 이성훈 대표,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11

:

좌 장: 슈쿠르겔디 무라도프 평창평화포럼 청년평화대사(PPF YPA)
치키타 에드리니 마르팡 권익옹호 협력관, 인도네시아법률지원인권협회(PBHI)

최지은 위원
고OO 부위원장
김OO 위원
김OO 위원
박OO 위원

[파트너세션 11]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평창홀 3

98

연 사: 안병진 교수, 경희대학교
코스타스 콘스탄티누 교수, 키프로스대학교
정욱식 대표, 평화네트워크
이영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종전선언과 그 너머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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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세부 프로그램
17:00~18:30

19

[UN SDGs 세션 2] 2022년 글로벌 평화 도전과 과제

오디토리움

경제평화연구소(IEP),PNND

46

좌 장: 이성훈 대표,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

세부 프로그램
No.
1

86

좌 장: 이정철 교수, 서울대학교
연 사: 이동기 부교수, 강원대학교
은재호 공공리더십연구실장, 한국행정연구원
패 널: 케르스틴 폴 교수, 독일 마인츠 대학교
스티번 엘스터브 교수, 뉴캐슬 대학교
17:00~18:30

[파트너세션 15] 평화도시 현황과 과제

평창홀 3

(재)평창평화센터

시간

프로그램

09:30~10:10 랩업세션
10:30~11:30

2
평창홀 1+2

: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

한 En

동시통역 제공

3일차

2월 24일(목)

연 사: 패트리샤 가르시아 평화 발전 담당자, 경제평화연구소(IEP)
찰리 앨런 경제평화연구소(IEP)
이누즈카 타다시 공동 회장, 세계 연방주의자 운동 글로벌 정책 연구소(WFM-IGP)
알렌 워어 글로벌 코디네이터, 핵감축을 위한 국제의원 네트워크 (PNND)
[파트너세션 14] 통일국민협약 -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17:00~18:30 협약 모델
통일부

20

2일차

장소

페이지

그랜드볼룸

[특별주제세션 2] 2022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본 2024 강원 동계청 그랜드볼룸
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진단

54

사 회: 전인석 아나운서 국장, 한국방송공사(KBS)
패 널: 유승민 이사장, 2018평창 기념재단
김경성 이사장, 남북체육교류협회
안용규 총장, 한국체육대학교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선수

3

12:00~13:00 폐회식

4

13:00~14:30 환송오찬

그랜드볼룸
평창홀 1+2

88

좌 장: 송진호 전 상임이사, 한국국제협력단

21

연 사: 고경민 법인사무국장, 국제평화재단
연경심 개발협력팀장, 부산국제교류재단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고양시청
송영훈 교수, 강원대학교
패 널: 신강협 연구소장, (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이정옥 명예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권구순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17:00~18:30

22

[파트너세션 16] 평화권과 평화인권
강원도인권위원회

루지홀

90

좌 장: 이선경 위원장, 강원도인권위원회
연 사: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성훈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패 널: 김진희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 강원협의회
김명연 교수, 상지대학교

24

22

19:00~20:30 평창 평화의 밤Ⅱ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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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배치도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

Alpensia Conv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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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루지

세션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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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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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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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무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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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디지털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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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

B

K

24

참여공간

D

C

H
L

세션룸

바

가

그랜드볼룸

개폐회식/세션룸

바

평화메시지 큐브월

나

알프스

PCO 사무국

사

홍보부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다

아시아

PCO 사무국

아

홍보부스(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라

참가자 라운지

자

홍보부스(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마

메타 DMZ 평화지대 체험관

차

홍보부스(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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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컨벤션센터
G1 오픈 스튜디오
콘서트 홀

홀리데이인 호텔

셔틀버스 승하차장

G
A

P

P

인터컨티넨탈호텔

C

E
B
F

F

P
D

P

알펜시아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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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회의장 및 부대시설, 가든테라스)

C

홀리데이인 호텔
(몽블랑)

E

셔틀버스 승하차장

G

G1 오픈 스튜디오

B

콘서트홀

D

인터컨티넨탈호텔
(플레이버스)

F

알펜시아 리테일 빌리지
(음식점, 카페, 은행 및 편의시설)

P

일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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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Keynote Speech

Keynote Speech
기조연설

기조연설

2월 22일 (화) 14:50~15:20 | 그랜드볼룸
라이브

통역

한반도 평화와 경제 발전

| 연사 소개
연 사

| 세션 소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는 안보의 직접 비용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기 비용을 크게 치뤄야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는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에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번영의 발판이며, 넓게는 아시아와 세계 전체에 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례가 될 것이다. 기조연설에서는 실천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세계
와 한반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와 세계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본다.

짐 로저스 회장, 로저스 홀딩스
2022 평창평화포럼 공동위원장

알라바마의 데모폴리스 출신의 짐 로저스는 작가이자 금융 전문 평론가 및 모험가이며 동시
에 성공적인 국제 투자가이다. 타임,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배런즈, 포브스, 포춘, 월스
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비즈니스타임즈, 스트레이트타임즈 및 그 외 전세계 많은 미디
어에서 그에 대한 기사를 다룬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에 고정 평론가로 출연했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했다. 그가 예일대 및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 후, 공동 설립한 국제투자
파트너십인 퀀텀펀드는 설립되고 향후 10년 간, 포트폴리오로 4,200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렸
으며 같은 기간 S&P 지수는 50프로 미만으로 상승했다.
37세의 나이에 은퇴한 뒤, 로저스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하면서도, 콜롬비아 경영
대학원의 재무학 정교수직을 수행했으며, 1989년과 1990년에는 WCBS의 '드레이퍼스 라운드
테이블 (The Dreyfus Roundtable)'과 FNN의 짐 로저스와 함께 돈 좀 벌어봅시다! (The Profit
Motive with Jim Roggers!)를 진행했다. 최근 저서 “백만장자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A Gift to
My Children)”는 딸이 성공과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어린 조언이 담겨져 있다. 그의
회고록, '짐 로저스의 스트리트 스마트 (Street Smarts: Adventures on the Road and in the
Markets)'는 2013년 2월 출간되었고, 2018년 1월에는'백만장자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개정판이
중국어로 발간되었다. 2018년 10월에는 그의 또 다른 저서 '다음 세대의 물결'이 번자체로 대만
에서 발간되었다. 일본에서 2019년 1월과 7월에 출간된 '일본의 미래 (The Future of Japan)'와
'일본에 보내는 경고 (A warning to Japan)'는 베스트 셀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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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세션 및
특별주제세션
Plenary Session & Special Agenda Session

Plenary Session & Special Agenda Session
전체세션 및 특별주제세션

경제세션 1

2월 23일 (수) 10:00~11:30 | 그랜드볼룸
라이브

통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광 실현과 수익모델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 공동개최와 ‘동계스포츠 취약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관광 협력사업
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동계스포츠 취약국가 청소년 초청 남북공동훈련이 성사될 경우 남 평창-북 마식령을

이주형 교수, 경기대학교

잇는 땅길과 양양공항-원산 갈마 비행장을 잇는 하늘길, 속초-원산을 잇는 바닷길이 열려 향후 남북간 관광통로로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에서 1995년부터 관광마케팅과 관광자행동론을 강의하고 있다. 여러 정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원산 갈마지구와 백두산 삼지연 지구 리조트

부 기관에서 다양한 관광분야의 자문을 하는 한편 남북 평화관광과 비무장지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완공해 남한과 외국 관광객을 맞을 채비를 마친 상태다. 북한은 또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금강산 등

관광개발 주제에도 오래동안 관심과 연구노력을 기울여왔다.

5개 명산을 최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증받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광 실현과 그에 따른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남북 공동자산인 한반도 DMZ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남북의 협력방안 등을 다룬다. 또 금강산 등 북한의 관광자원

연 사

개발 현황을 살펴본 뒤 남북관광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박경만 선임기자,

심상진 교수,

한겨레신문

경기대학교

짐 로저스 회장,

이철진 교수,

로저스 홀딩스

동서대학교

| 기관 소개
(주)남북경협

패 널

남북경협은 2008년 1월 29일 평양 사동구역에 부여받은 35만㎡의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 설립된 주식회사다.
2008년 5월에 평양 토지에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대동강 1호 공장’을 착공해 설립하였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평양 사업은 철수하였으나 북한 4.25 체육단이 관리하여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다. 2018년 8월 남북경협
은 평양에서 4.25 체육단과 평양 토지를 활용하여 평양 스포츠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골프장, 호텔, 실내체육관 등을 설립하여 남북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경협은 2011년 11월 중국 단둥에 축구화를 생산하는 아리스포츠컵 공장을 설립하였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과 함께 중단시켜 설립 5년만에 폐쇄되었다. 남북경협은 종합건설, 무역, 스포츠마케팅, 관광, 도소매, 광고,
홍보대행 등의 사업을 하며 2021년 10월 경기도 포천시와 MOU 계약을 체결하고 포천시에 15만평 규모의 포천 평화
스포츠타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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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 Special Agenda Session
전체세션 및 특별주제세션

경제세션 2

2월 23일 (수) 15:00~16:30 | 그랜드볼룸
라이브

통역

2009년 한국에서 출판된 서울푸드파인더(Seoul Food Finder), 2004년 한국에서 출판된

남북철도 연결,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

아메리칸 비즈니스 앤 더 코리안 미라클(American Business and the Korean Miracle),
2009년 영국에서 출판된 마지막 한 발, 2011년 영국에서 출판된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

| 세션 소개

2014년 런던과 뉴욕에서 출판된 모던 코리아: 올댓 매터즈(Modern Korea: All That
Matters)등 지금까지 총 다섯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2018년 12월, 남과 북은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2018년 6월에는 북한의 동의하에
한국철도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했다. 이는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그의 저서 마지막 한 발은 영국에서 2009년 최고의 군사서적(Military Book of the Year)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으로 채택되었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고의 한국관련 서적 10권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앤드류 새먼 기자는 전쟁문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한국 국회에서 한류상을 수상했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로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는 상호 인식하에, 중단된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조속히

으며, 한국전쟁 당시 영국의 역할에 대해 쓴 글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실행해야 한다. OSJD 회원국인 남북이 기존 노선을 신속히 개보수하고, 한국발 북경 열차와 한국발 모스크바행

단원훈장(MBE)를 수훈했다.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도 스포츠문화 교류도 남북정상회담도 남북철도로

그는 영국 건지의 엘리자베스 칼리지(Elizabeth College)에서 교육을 받은 후, 켄트대학에

할 수 있다.

서 학사학위, 런던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연구 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왕립 아

하루빨리 남북철도를 개통하여 국제이동권을 확보하면, 남북협력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절되

시아 학회(RAS) 한국지부 위원회 회원으로 역사연구, 무술 및 맥주 등을 즐긴다.

었던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이 가속화될 것이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본 세션에서는 남북철도 연결 시 기대효과와 구체적 실현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한다.

연 사

| 기관 소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122년 역사를 이어오며

나희승 사장,

이정철 교수,

한국철도공사

서울대학교

국가 대동맥으로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최상의 안전체제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 연사 소개
좌 장

앤드류 새먼

프랑소와 다벤느 사무총장,

아틸라 키쉬 사무총장,

국제철도연맹(UIC)

OSJD

패 널

기자 겸 편집자, 아시아 타임즈

앤드류 새먼 기자는 영국 출신으로 1998년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홍콩 아시아 타임
스의 동북아시아 지역 특파원이다. 그 동안 BBC, CNN, 프랑스24, 인터내셔널헤럴드 트리
뷴, 뉴 리퍼블릭, 뉴욕 타임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 등 유수한 매체에 기고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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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세션 1

2월 22일 (화) 15:30~17:00 | 평창홀 1+2
라이브

통역

스포츠 교류를 통한 분쟁국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유산을 계승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남북한 및 세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분쟁국가의 평화 프로세스와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

김진호 국제전문기자

으로 살펴본다. 20세기 내내 갈등과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았던 북아일랜드에서 진행된 다양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한반도와 국제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저널리스트다. 33년여 동안 경향신문에서 워싱턴 특파원과

설명하고, 아일랜드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비교를 통해 남북의 평화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 강대국

국제부장, 논설위원 및 국제전문기자로 일했다. 북한을 11차례 방문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들의 각축으로 군사적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고찰을 통해 스포츠외교와 교류가 국제

한반도 거주민들이 평화롭게 분단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유력한 방안임을 확인한다.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분쟁국가의 평화프로세스는 미-중 간 첨예한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
의 평화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의 대응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연 사

남영호 교수,

데티아나 오쿠렌코 부이사장,

신한대학교

골든몽구스재단

심흥식 논설주간,

조문수 교수,

경기신문

숭실대학교

| 기관 소개
남북체육교류협회

패 널

남북체육교류협회는 2006년 5월 평양에서 남북역사상 최초로 정기교류전을 추진하는 ‘남북체육교류계약서’ 체결
을 계기로 같은해 7월25일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재경부 지정 공익성 기관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균형있는 남북스포츠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선수단 전지훈련 지원, 장비
지원, 지도자 파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축구, 마라톤, 탁구, 양궁 등 여러 종목에서 남북선수단 합동훈련,
친선경기를 20여 년간 중단없이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남북스포츠교류 성과는 정기교류전으로 정착된 ‘아리스포츠
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로 들쭉날쭉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22차례 교류전을 이어나갔다.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남북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남북 정부간 대화로 연결시켜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 북한 고
위급을 참가시키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북한선수단, 응원단, 고위급 참가의 계기를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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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세션 2

2월 23일 (수) 15:00~16:30 | 오디토리움
라이브

통역

새로운 도전, 두려워하지 말자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청소년이 하는 다양한 활동은 단순한 기능이나 경험의 습득만은 아니다. 이러한 활동에 따르는 지식과 태도를 동시에
함양하도록 되어있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가 가능하다.

김철민 사무총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

도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인 안혜경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상 캐스터로 가장

- 해외문화홍보원장

활발한 활동을 하던 도중, 배우라는 새로운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도전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공유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하고, 청소년이 이를 통해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와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또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와 같은 스포츠에 대한 도전을 통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지 발달과 더불어

- 파리 OECD 프로젝트 매니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다.

-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박사

연 사

| 기관 소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세계 청소년의 연대와 교류

박서준 학생,

안혜경 배우

대구국제학교

촉진을 위해 창설한 대회로서, 2010년 제1회 싱가포르 청소년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동・하계대회가 4년주기로
개최된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 1월 1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제4회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15-18세 스포츠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청소년 스포츠 축제로, 2024년
1월 19일~2월 1일(14일간)에 강릉, 평창, 정선, 횡성 지역에서 개최 예정이다. 본 대회는 빙상, 설상 경기를 포함
해 7경기 15개 종목에 81개 세부 종목으로 진행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가선수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
터 찬사를 받은 경기시설을 활용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인 올림픽과는 달리, 청소년 참여와 교육, 문화 활동을 더욱 중요시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라는 비전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평화의 가치를 생생히 느끼는 기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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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평화지대세션 1

2월 23일 (수) 17:00~18:30 | 그랜드볼룸
라이브

통역

DMZ 평화지대와 그린 데탕트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정전협정 하에 유엔사가 관할하는 군사분계선 내 DMZ는 현재 동식물의 점유 공간으로 변환됐고, 생태평화적 보전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불확정적인 미래 이슈로 보류되어 있다. 기후 위기로 남북은 물론 전 세계의 생태적

김왕배 상임대표, 지구와사람

전환이 요청되는 이 시기에 한반도 평화와 연관해서 DMZ 공간 보전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들에

(재)지구와사람의 상임대표 로있으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생명/생태에

대해 “그린 데탕트 Green Detente”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근거한 지구법학 활동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와사람의 학술 및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연 사

안병진 교수,

코스타스 콘스탄티누

정욱식 대표,

경희대학교

교수, 키프로스대학교

평화네트워크

| 기관 소개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은 생태대(Ecozoic Era)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지식공동체이다. 생태 문명에 기초한 지구법학,
기후변화법의 연구 조사, 관련 정책의 입법, 제도 개선, 관련 문화의 보급 및 확산 등 공익활동을 위해 2020년 4월 16
·

일에 설립했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전과 미션을 함께하는 가치 중심의 지식공동체를 발전시켜 미래 세대와

이영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지구를 위한 좋은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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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세션 1

2월 23일 (수) 16:00~18:00 | 온라인
라이브

통역

연구학 관련 한국국제교류재단 객원 교수를, 2002년에서 2003년에는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

스테인로칸센터(Stein Rokkan Centre)의 객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이 교수는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이 후원하는 UNRISD 프로젝트인 ‘DEEPEN: 국경과 국경지대의 개발-환경-

| 세션 소개

평화 넥서스’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적대감, 배제 및 환경 파괴의 장소를 협력,
포용, 생태적 통합 및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제도, 정책 및 행동가들과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은 이들간 관계 및 연계방안 모색과 함께 접경지역이라는 공간적

관계된 이론적 실천적 질문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경과 국경 지대의 개발-환경·

맥락을 접목한 개념으로, 국가 수준의 접근의 한계를 넘어 접경 본연의 역학 이해 및 창의적 해법 도출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팬데믹, 자연재해, 양극화 등 전지구적 이슈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 이슈로서
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국내외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평화 넥서스에 대해 새로운 지식과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연 사

상기 넥서스 접근법 활용 및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기관 소개
싱고 스티픈 므와초피

한국국제협력단

이자벨 켐프

나탄 뱌무카마

부소장, Security Research
본(Bonn) 사무소장 및 선임
센터장, Regional Center
and Information Centre(SRIC) 연구조정관,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for Human Security-Great
(UNRISD)
Lakes Region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는 1991년 4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관계와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연사 소개
좌 장
패트릭 미한 박사후연구원,

김보경 교수,
런던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연구 학원(SOAS) 서울대학교

김영완 교수,
서강대학교

이일청 선임 연구조정관,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이일청 교수는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사회 정책 및 개발 프로그램과 대안적 경제
관련 선임 연구조정관으로 2008년 10월에 UNRISD에 합류했다. 정치 과학자(한국의 서울대
학교 정치학 학사 및 석사)이자 사회 정책 분석가(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박사)로 교육받았으며,

임시정 교수,
고려대학교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개발을 추진하고, 사회연대경제와
같은 대안적 경제를 추구하는 경제 사회 정책 분야이다. 펄그레이브 맥밀런 및 UNRISD에서

패 널

출판한 ‘신흥국의 보편적 건강보험체계: 기회와 도전과제’, 같은 곳에서 출판한 ‘한국의 성공적
발전 사례로부터의 교훈: 효과적인 개발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도와 정책,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판한 ‘한국의 국가 및 사회 정책: 빈곤과 독재에서 풍족함과 민주
주의로의 변화’ 및 하나쇼인에서 출판한 ‘한국의 직업복지에 대한 정치학’ 등 여러 상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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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북챕터 및 저서를 발표했다. UNRISD에서 일하기 전인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소예니 파트너십 담당관,

송수전 과장,

일본 규슈대학에서 부교수를, 2003년에서 2004년에는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대학교 동아시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기니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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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세션 2

2월 23일 (수) 17:00~18:30 | 오디토리움
라이브

통역

글로벌 평화 도전과 과제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글로벌 평화와 도전 세션은 2022년 글로벌 평화 상황을 국제평화운동에 대한 도전과 기회의 관점에서 주요 국제 평화

이성훈 대표,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이 세션은 2021년 전쟁과 핵무기 폐지를 위한 평화의제 2045년 세션의 후속으로 호주

아시아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

경제평화연구소의 글로벌평화지수와 적극적평화보고서, 생해위기보고서 등 다양한 평화 보고서를 소개하고 동북

이성훈은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대표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아시아비핵지대화구상, 핵군축국제의원연맹(PNND)의 활동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패널은 이러한 평화 보고서와 구상을

(SDGs)를 인권과 평화와 연계하여 국내와 국제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엔 사무총장이 2021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의제 (OCA) 보고서

국제협력단(KOICA) 비상임이사이며 경희대 공공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인권과 개발협력에

이행과 연계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본 세션은 경제평화연구소와 핵군축국제의원연맹이 주관한다.

대해 2008-2019년까지 강의하였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과 아시아시민사회학
(MAINS)에서 국제NGOs와 SDGs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한국공공외교학회 소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평창평화센터 이사이며 평창평화포럼 자문 위원으로 국제 SDGs 관련
세션과 평창 유스피스챌린지(PPF YPC)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과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과 가
톨릭대 사회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연 사

| 기관 소개
핵군축국제의원연맹(PNND)
경제평화연구소(IEP)는 적극적 평화 등 평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는 비정부 독립 연구소
이다. 연구소는 글로벌 및 국가별 평화지수 개발, 폭력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계산, 국가 차원의 위협과 취약성에 대한

패트리샤 가르시아

찰리 앨런

이누즈카 타다시

분석과 적극적 평화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을 해왔다. 연구소는 글로벌평화지수, 적극적평화보고서, 생태위협보고서,

평화 발전 담당자,
경제평화연구소(IEP)

경제평화연구소(IEP)

공동 회장, 세계 연방주의자
운동 글로벌 정책 연구소
(WFM-IGP)

글로벌 테러리즘 보고서, 평화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 등 다양한 정기적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본부는 호주 시드니에
있으며 전세계 5곳에 뉴욕, 브루셀, 헤이그, 하라레(짐바브웨), 멕시코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연구소는 2007년 IT
기업인이자 자선사업가 스티브 킬레레아에 의해 설립되었다.
PNND는 핵비확산과 군축 관련 정보와 자료 공유 및 국제협력을 위해 일하는 초당파적 국회의원의 모임이다. PNND
는 2019년 제1회 평창평화포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화 및 평화와 SDGs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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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PNND는 75개국 약 70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체코의 프라하에

알렌 워어

있으며 스위스 바젤, 뉴욕 및 런던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글로벌 코디네이터,
핵감축을 위한 국제의원 네트워크
(PNND)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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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공외교세션 1

2월 23일 (수) 10:00~11:30 | 오디토리움
라이브

통역

'평창 평화정신'과 공공외교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내 도시의 평화와 스포츠 공공외교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정옥 명예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창군은 2019년과 2021년 제주포럼 그리고 2021년 9월 21일 제1회 평화도시 포럼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비롯된 ‘평창 평화정신’을 한반도 평화와 스포츠 공공외교 차원에서 논의하는 세션을 조직해왔다.

현 대구 가톨릭 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Democracy International 이사
현 평창 평화재단 이사

평창군은 2022년 제4회 평창평화포럼에서 평창평화정신을 평화와 스포츠 및 ODA 분야 공공외교를 통합적으로 연

제8대 여성가족부 장관/전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 민간위원장

계하는 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과 사업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 에코피스아시아 이사/ 전 한국 투명성 기구 이사 / 전 여성 평화 외교 포럼 공동 대표/ 전 DMZ 평화생명
동산 이사/ 전 한국 NGO 학회 회장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1990)/ 미국 하버드대 방문학자(1991)
일본 와세다대 방문학자 (1998)

연 사

| 기관 소개
(재)평창평화센터

류태경 박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정기웅 HK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문경연 부교수,
전북대학교

김태균 교수,
서울대학교

송진호 전 상임이사,

김성규 회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학회

(재)평창평화센터는 평창군 출연기관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겨진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유산 사업의 공익성을 관리할 책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평창 평화도시 실현과 평화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평창포럼에서 채택된 “평창평화의제(PCAP) 2030

패 널

과 UN SDGs의 실천적 방안에 대한 기획 및 연구를 전담으로 수행하며, 국내외 평화도시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
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창평화테마파크 관리와 MICE
산업 육성 등 평화와 관련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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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공외교세션 2

2월 23일 (수) 13:00~14:30 | 오디토리움
라이브

통역

한미수교140주년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략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2022년은 한미수교 140주년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한미관계가 시작되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안보를 토대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미-중 경쟁

허문영 사무총장, 한미수교140주년기념사업회

시대 한미수교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991년 통일연구원 1기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후, 북한문제와 통일정책을 30년 동안 연구해왔
다. 또한 2007년부터 사단법인 평화한국 대표로서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실
천적 노력을 15년째 전개해 오고 있다.

연 사

윤영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 기관 소개
한미수교140주년기념사업회

패 널

한미수교140주년기념사업회는 2022년 한미수교14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세워진 기념사업회이다.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한미국제교류, 공동선언문, 미국 정부기관 방문 간담회 등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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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자문위원,

안인해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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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주제세션 1

2월 22일 (화) 17:30~19:00 | 오디토리움
라이브

통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남북 평화증진방안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남북 강원도 공동개최가 가져올 기대효과와 남북 평화증진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오랜 기간 남북한을 오가며 중재 활동을 한 평화외교사례 발표를 통해 ‘신냉전 시대’에 남북

박상철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의 평화증진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할 협력사업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기대학교 부총장 /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통일교육선도대학추진사업단 단장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 (사)자녀보호운동본부 이사장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국방개혁 분과) / 해병대 발전자문위원

또, 통일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와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단 극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펼친 독일
의 사례를 살펴보고, 강대국들의 대리전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스포츠외교를 통한 평화 증진방안을 고찰해본다.
특히 지난 15년간 22차례나 남북 스포츠교류전을 성사시켜 위기 때마다 평화를 일군 한국의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평화증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 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부터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남 광양시, 제주시, 수원시, 연천군, 강원도, 춘천시, 전주시, 익산시 등 여러 지자체와 북한 스포츠팀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한 남북체육교류협회의 사례는 민간단체 또는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연 사

베른하르트 젤리거

김경성 이사장,

한국사무소 대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

남북체육교류협회

마고매드 막디브 이사장,

이양구 전 대사,

골든몽구스재단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패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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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 Special Agenda Session
전체세션 및 특별주제세션

특별주제세션 2

2월 24일 (목) 10:30~11:30 | 그랜드볼룸
라이브

통역

2022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진단

| 연사 소개
사 회

| 세션 소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치러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정부 대표단이 불참하는 등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되었다. 정부는 애초 베이징올림픽

전인석 아나운서 국장, 한국방송공사(KBS)

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협의해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평화나 축제 분위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결국 코로나19로 시민 접촉이 원천 봉쇄된 삼엄한 통제 속에 진행된 베이징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국제 평화를 증진하는’ 올림픽 정신은 물론, 과도한 편파판정으로 인해 ‘땀 흘린 노력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마저 훼손된 실망스런 대회로 막을 내렸다.

패 널

본 세션에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적극적인 스포츠외교를 통해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는 대회가 되기 위해 베이징올림픽의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2024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방안을 모색한다. 참가자들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50개국 청소년을 초청하는 ‘동계
스포츠 취약국가 지원프로그램’을 지렛대 삼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남북공동훈련과 단일팀 구성, 남북

유승민 이사장,

강원도의 공동개최의 가능성과 실현방안을 논의한다.

2018평창 기념재단

김경성 이사장,
남북체육교류협회

안용규 총장,
한국체육대학교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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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 Special Agenda Session
전체세션 및 특별주제세션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GIG) 발족식

2월 22일 (화) 15:30~17:00 | 오디토리움
라이브

통역

| 연사 소개

인터강원과 세계

대 담

| 세션 소개
세계의 마지막 남은 갈등지역 한반도,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 한반도는 세계평화에 큰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분단지대에서 평화지대로 바뀌고, 그동안 세계를 향해 타전되던 갈등과 분쟁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로 바뀔 것이다. 단기간에 성취한 놀라운 경제기적의 교훈과 더불어 이제 한반도는 감동적인
평화의 교훈을 전 세계에 가르치게 될 것이다. 남북 강원도 사이(Inter-Gangwon)에 일어나는 일은 세계의 평화에
결정적인 모멘텀을 던져준다. 세계인터강원협력위원회는 남북 강원도를 연결하고, 남북 강원도와 세계의 주류사회를

아트 린슬리 의장,
미국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
유엔 세계식량기구(WFP)

축 하

연결하는, 강원도 주도의 평화 이니셔티브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참가국의 대표들을 초청, 평창평화포럼에서 역사
적인 발족식을 거행하고 세미나를 진행한다.

| 기관 소개
사단법인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최영한 국제관계대사,

안드레아스 윌랜드 의장,

찰리 라멘토 의장,

강원도

독일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스위스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그레이스 자몬 의장,

아이린 스퀼라치 의장,
볼리비아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댄 샤함 공동대표,

로빈다르 사츠데보 의장,

이부 하나 의장,
인도네시아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사단법인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GIG / GLOBAL INTER GANGWON cooperation network)는 한반도 에서 유
일한 분단도로 남아있는 남북강원도 간의 협력과 교류를 공공외교적 차원에서 촉진하고, 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 강원도에 본부를 두고, 현재 15개국의 현지 주류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
다.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에 지부를 둘 계획이다.

| 연사 소개

필리핀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배경설명

인사말

이수형 협회장,

이영길 국제자문,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제네바 인스티튜트

죠슈아 뭉크자갈 의장,
몽고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축사

강원도의회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인도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알림말씀

곽도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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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DE

아트 린슬리 의장,
미국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캘빈 추아 의장,
싱가포르 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유하종 사무총장,
사단법인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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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세션
Partner Session

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1

2월 22일 (화) 10:00~11:30 | 평창홀 1+2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전략

연 사

| 세션 소개
파트너세션 1은 ‘사단법인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이 주최하며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다. 그리고 해
당 세션을 통해 남북한 농업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양호 석좌연구위원,

김관호 차장,

북한연구소

한국농어촌공사

김형석 교수,

권영경 명예교수,

김효진 연구원장,

대진대학교

국립통일교육원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곽경덕 사장,

남오연 대표변호사,

박정원 교수,

(주) 지에스

법무법인 청호

국민대학교

신한용 대표이사,

유창근 대표,

임완근 원장,

신한물산

SJ테크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정우진 선임연구위원,

홍순직 객원연구원,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패 널

| 기관 소개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사단법인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는 한반도 통일과 통일경제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그
·

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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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
록 제공하고 있다.

| 연사 소개
좌 장

이상만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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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섭 초빙교수,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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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2

2월 22일 (화) 10:00~11:30 | 평창홀 3
라이브

| 연사 소개

종전선언과 지속가능한 남북강원 협력

좌 장

| 세션 소개
한국전쟁이 멈춘 지 68년이 지났지만,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한반도에서 휴전 상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 다 끝났으니 모든 걸 내려놓자는
송영훈 교수,

의미보다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믿음 속에 평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자는 의미를

강원대학교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가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는 강원도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리

연 사

적, 역사적 특성에 기반한 평화행위자로서 강원도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황수환 부연구위원,

이동기 교수,

통일연구원

강원대학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그 내용으로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

정대진 평화센터장,

배기찬 전 사무처장,

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하여 필

한평정책연구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패 널

| 기관 소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

요한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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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3

2월 22일 (화) 15:30~17:00 | 평창홀 3
라이브

통역

유엔 우리 공동의 의제(OCA) 보고서와 평화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 사무총장의 우리 공동의 의제 (OCA) 보고서를 평화의 관점에서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과 전략을 논의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한다. 본 세션은 2020년 제2회 평창평화포럼에서 유엔과 고위
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 창립 75주년 글로벌 시민사회대화 세션의 후속으로 ‘평창평화정신’을 유엔 SDGs

이성훈 대표,

이행과 연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75차 유엔총회 의장이었던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프노자 전 에콰도르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외교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유엔75주년을 계기로 출범한 유엔개혁시민연대(C4UN), 유엔 협의자격 NGOs 협의회
(CoNGO), 세계시민참여연대(CIVICUS), 지속가능발전글로벌액션(A4SD)의 대표가 OCA 보고서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발표한다. 유엔 OCA 보고서를 평화의 관점에서 토론한 평창 유스피스챌린지 2022의 수상자 대표도 청년을

연 사

대표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회장, UN 총회

패 널

| 기관 소개
유엔개혁시민연대 (C4UN)
유엔개혁시민연대 (C4UN)은 기후위기, 불평등, 폭력, 시민적 공간 등 글로벌 도전에 유엔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하도록 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옹호 네트워크이다. C4UN은 전세계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유엔

시릴 리치 초대회장,

데이비드 코데 캠페인 책임자,

개혁을 통한 시민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유엔 창립 75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CoNGO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

누드하라 유수프

2022 YPC 시상식 우승자

올리버 헨먼 국제 협력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엔 2020 (UN2020)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국제청년활동 협력관,
유엔개혁시민연대(C4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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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4

2월 22일 (화) 15:30~17:00 | 루지홀
라이브

통역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강원도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비롯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강원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안동규 교수,
한림대학교

연 사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김기석 교수,

통일연구원

강원대학교

익을 받아왔다. 이에, 강원도는 분단과 갈등으로 뒤쳐진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아젠다를 주도

김태영 교수,

김명연 교수,

김형석 이사장,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상지대학교

남북사회통합연구원

패 널

| 기관 소개
강원도 남북교류과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세계 유일의 분단 도로서, 분단 75년간 입지적 한계와 안보 불안 등으로 많은 소외와 불이

정준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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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5

2월 22일 (화) 17:30~19:00 | 평창홀 1+2
라이브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은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기능과 역할,
스포츠과학센터의 필요성과 전문성 및 발전 방향 (의과학연구 중심으로)을 논의하고 DNA-P(Platform) 기술접목 동
계스포츠산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박채희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연 사

| 기관 소개

송홍선 스포츠과학연구실장,

김태완 센터장,

이준희 교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전남스포츠과학센터

경희대학교

(사)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는 학술활동을 진작함으로써 체육학회 발전과 국민체육실천에 도움을 주고 체육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
에 기여한다. 체육에 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국제체육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
화, 체육에 관한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문, 건의, 협조를 한다. 또한, 정부 및 각종 유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에 관한 연구논문수합을 심사하여 체육에 관한 도서간행, 회보 및 학술지 발행 및 배포하며 체육시설 및 체육기

이재훈 센터장,

고에 관심 심의와 공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패 널

정현철 교수,

김복민 대표이사,

임충훈 교수,

경희대학교

비오케이주식회사

서울대학교

서일한 교수,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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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6

2월 23일 (수) 10:00~11:30 | 평창홀 1+2
라이브

통역

올림픽 유산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올림픽 유산 보존과 확산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확산의 단초를 마련
하고자 하며,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가 제시한 올림픽 유산의 장기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실시된
“올림픽 유산 포트폴리오 개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자 한다. 올림픽 유산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됨에도, 정작

이원재 부교수,
국민대학교

올림픽 유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세션에서는 개최국(대한민국) 관점에서 올림픽 유산의 의미를 정립하고 체계화하는 연구와, 광범위한 올림픽 유산
개념에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올림픽 유산의 상대적 중요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 사

윤상훈 박사과정,

한승진 교수,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

패 널

| 기관 소개
아시아스키연맹(ASF)
아시아 지역에서 동계스포츠의 대표종목인 스키의 발전을 위하여, 1990년 봄, 스위스 몽트뢰에서 개최된 국제스키연
맹(FIS) 총회에서 아시아 8개국(한국, 일본, 중국, 북한, 대만, 이란, 몽고, 파키스탄) 대표들이 모여 정관을 제정하고

남상백 교수,
한양대학교

FIS 승인을 득하여 창설한 단체로서, 매년 알파인스키대회를 비롯한 각종 기술세미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
년 기준 18개 회원국이 가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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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7

2월 23일 (수) 10:00~11:30 | 평창홀 3
라이브

통역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의 역할과 평화헌법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제1차 아베정권(2006-2007) 때부터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주장해 왔다.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이 오랫동안 평화헌법
개정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일본 주변의 정세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개헌 찬성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일
본 집권 자민당이 주장하는 개헌이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헌법 제9조를 중심으로 개헌을 하려고

윤재선 소장,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하는 자민당의 안은 동북아 및 한반도평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2022년 현시점에서 일본 내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과 개헌을 견제하는 세력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세션은 다음의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먼저 기시다 정권 탄생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의 방안을 제시한다.

연사/패널

아울러 일본의 대북한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2002년 평양선언 이후 일본의 납치자 문제 및 북일수교 등의 대북정책
과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움직여 왔으며 현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평화
구축에 있어서 일본이 남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논의한다.
박민수 전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이수훈 전 주일대사

홍현익 원장,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국립외교원

| 기관 소개
동아시아 평화연구소(EAPI)
동아시아 평화연구소는 시민참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달성하고자 하는 실천적 연구기관이다. 과거

호사카 유지 명예교수,

콘도 쇼이치 중의원,

전쟁의 역사에서 배우고 한국전쟁의 산물인 DMZ(비무장 지대)와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일본 헌법 9조를 평화

세종대학교

일본 중의회

의 유산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활동으로 국제포럼 및 시민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개최, 한국 DMZ와 일본 평화헌법을 평화 유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서명운동, 한국 DMZ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운동, “일본 평화 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시민에 노벨 평화상” 추천, 평화의 샘터 / 평화의 종 / 평화 우체통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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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8

2월 23일 (수) 10:00~11:30 | 루지홀
라이브

통역

한반도 기후협력: 국제사회의 역할

| 연사 소개
연사/패널

| 세션 소개
기후변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 범유행 상황 등을 통해 남북이 결코 따로 살아갈 수
없는 생태공동체, 생명공동체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한반도 차원의 미래환경 공동대응 기
반 마련을 위한 논의와 기후기술과 환경자원, 환경레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최현아 수석연구원,

베른하르트 젤리거

토마쉬 비에지보프스키 대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유락세스

송철호 연구교수,

임철희 교수,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국민대학교

| 기관 소개
한스자이델재단
한스자이델재단은 1967년에 설립된 독일정치재단으로 기독교사회당(Christian Social Union in Bavaria)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를 모토로 독일 및 해외에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30년 이상 한반도 화해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DMZ와 접경지역을 중심으
로 한 지속가능한발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독일 분단 및 통일 경험 공유, 국경을 초월한 환
경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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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9

2월 22일 (화) 10:00~11:30 | 온라인
라이브

통역

한미 평화전략 온라인 세션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현 시대의 한미 동맹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는 뜻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
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안호영 총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것은 변함이 없다.
또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남북미 관계, 국제정세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변적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를 주도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패 널

우리나라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인가’ 등의 주제
로 한미 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한국의 전문가 2인, 미국 전현직 국회의원 3인이 함께 토론하며 다양
한 가능성을 파악한다.

김우상 교수,

신경수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한미동맹재단

영김

루이스 페인

존 파소

현 미 연방하원의원

전 미 연방하원의원

전 미 연방하원의원

이 세션은 한미 양국의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전문가들간의 토론을 통해 상호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새
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 강화에 힘을 보태고 양국간의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관 소개
제이아이엠에스글로벌㈜
사업영역: 학술연구 용역, 시장조사 및 홍보, 마케팅
- 미국사업 (시장 조사 및 홍보)
US Custom and Border Protection(CBP), BSEE/BOEM (미 내무부), US Department of Treasury, US Secret
Service, US Coast Guard, US Census 2000, AT&T, Cox Communication,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Wambia Capital
- 한국사업 (학술용역 및 시장조사)
2015~2017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 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2016 [창업진흥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사업
2016 [인천산업진흥원] SW융합 글로벌 프론티어 마케팅
세종시 건설청, 경기도청, 큐로보 소프트웨어, 데이타 스트림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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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10

2월 23일 (수) 13:00~14:30 | 평창홀 1+2
라이브

통역

보다 나은 공동체를 향한 실험적 시도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자본주의 만성적 위기지속에의 반향으로 다양한 보정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7-2008 세계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민주주의적 수렴이 다시금 시도되어지고 있고, 아울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공유경제,
공유가치 등에 기반한 공동체 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본주의의 큰 틀에서 공동체적 공유개념에서 나아가 사회

최민식 분과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의적 보정을 가미하는 대증적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현재의 취약한 패러다임의 새로운 대안으
로 사회주의체제 근간에 자본주의적 매개변수를 취사선택하는 실험적 접근을 추구하는 생경한 움직임을 시도하고자
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과 평등을 최우선시하는 공정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에 부합하는 변증법적 시도의 고유한

연 사

패러다임을 디자인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송경호 국제금융경영학부 교수,
평양과학기술대학

패 널

| 기관 소개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평양시 락랑구역에 주소를 둔 북측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국제합작대학이다. 2010년 10월 대학
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개교한 평양과기대는 현재 550명의 학부생과 80명의 대학원생 남녀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짐 로저스 대표,

이정철 교수,

여학생은 2015학년도부터 입학하여 현재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평양과기대에서는 4개 학부에서 5개의

로저스홀딩스

서울대학교

이남주 교수,
성공회대학교

전공을 가르치고 있으며, 전공학부는 ‘농생명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국제금융경영학부’, ‘의/치과대학’ 그리
고 ‘외국어학당’이 있다. ‘외국어학당’은 영어 중어 독어의 3개 스트림이 구성되며, 입학 첫해에는 전체학생들을 대상
·

·

으로 1년간 학내공용어인 영어만을, 3년차에는 중어를 필수로 교습한다. 독어는 의/치대학생들의 전공필수로 배우고
있으며, 전체 교수진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온 외방교수진과 북측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공회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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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11

2월 23일 (수) 13:00~14:30 | 루지홀
라이브

통역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은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무력분쟁의 현상적 및 구고적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국민통합정부(NUG)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미얀마 민주화 운동 현황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의

이성훈 대표,

정치적 위기와 내전에 대해서는 아디스 아바바의 바하이국제센터(BIC) 대표가 발표한다. 본 세션은 아시아 지속가능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와 아프리카 시민사회 플랫폼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연 사

얀 나잉 툰 한국특사,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외교부

솔로몬 파리스 대표,
바하이 국제 커뮤니티 아디스
아바바 사무소

패 널

| 기관 소개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은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 단체 네트워크이다. APSD
는 2015년 채택된 유엔 2030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적 옹호 활동 강화를

킨 오마르 대표,

샤미니 칼리에무투 상무,

폴 오크무 사무국장,

목적으로 2016년 출범하였다. 현재 빈곤퇴치, 불평등, 민주주의, 반부패, 이주, 사회적경제, 농업, 건강, 교육, 청년 등

프로그레스 보이스

포럼 아시아

아프리카 플랫폼

다양한 분야의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SDGs 옹호 활동을 하는 지속가능발전글로벌행동(A4SD)
의 아시아 파트너단체이다.

엠마누엘 크웨시 아닝 이사,
코피 아난 국제평화유지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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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12

2월 23일 (수) 15:00~16:30 | 평창홀 1+2
라이브

통역

기후위기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과제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에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 방안과 에너지전환의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방향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평화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박진희 교수,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연 사

남상민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황진태 부연구위원,

김춘이 사무총장,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통일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정치권 등이 소속과 당적, 분야, 이해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뜻을 모아 결성한 국내 최초의 에너지전환 분야 오픈

강은빈 공동대표,

이은호 위원장,

플랫폼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패 널

| 기관 소개
(사)에너지전환포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각계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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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13

2월 23일 (수) 15:00~16:30 | 루지홀
라이브

통역

DMZ 유엔 평화교육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한국은 세계 경제력 11위, 군사력 6위로 국제적 위상이 높다. 지금까지 29개국에 54,720명(베트남 제외)을 파병했고,
현재는 14개국에서 1,041명이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위상에 비해, 국내에는 유엔 관련 국제 평화활동에 관련
한 기관은 거의 없고 국방대학교 내의 PKO(Peace Keeping Operations) 센터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영길 국제자문,

PKO 센터 및 유엔 관련기구들을 강원도 내의 DMZ 국제평화지대에 유치하여 한반도 및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평화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
(GILPP)

교육을 촉진하는 의제를 다룬다.

연 사

권구일 전문교수,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패 널

| 기관 소개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 (GILPP)
GILPP(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는 지도자들이 국가를 번영과 자유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GHNI에 의해 설립되었다. GILPP의 비전은 성숙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공공의 지도자들을 통해

찬기즈 자파르 대령,

하영재 객원교수,

김규남 연구원,

바람직한 공공정책을 촉진한다. 이 연구소의 주요 이니셔티브는 현대의 글로벌한 혹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스위

파키스탄군

한림대학교

강원연구원

스 제네바에서 일주일 간의 집중 여름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이다. GHNI는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활동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찰리 라멘토 소장,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
(GIL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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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14

2월 23일 (수) 17:00~18:30 | 평창홀 1+2
라이브

통역

통일국민협약 -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협약 모델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은 지난 4년동안(2018년~2021년) 약 6,000여명의 성별, 연령, 지역, 이념이 다른 시민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채택된 통일국민협약을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여 해외 사회협약 사례(독일과 아일랜드)를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지속가능한 모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정철 교수,
서울대학교

연 사

이동기 부교수,

은재호 공공리더십연구실장,

강원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패 널

| 기관 소개
통일부
통일부는 1969년 3월 1일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통일,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지원, 정세분석,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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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15

2월 23일 (수) 17:00~18:30 | 평창홀 3
라이브

평화도시 현황과 과제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평화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대외적으로는 평창평화포럼을 강원도
와 공동개최하고 평화 유산사업으로 평화테마파크를 유치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이를 운영할 (재)평창평화센터를 설립
하여 평화도시를 구현하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는 평창평화정신을 실천하는 평창군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

송진호 전 상임이사,
한국국제협력단

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와 담론 개발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평화도시 포럼은 국내외 다양한 평화도시 사례의 성과와
교훈을 공유하고 배움으로써 평화도시 정책과 사업을 질의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한다.

연 사

평창군은 공공외교학회와 지난 2021년 9월 21일 평창평화주간 행사로 제1회 평창 평화도시 포럼을 개최하였고 평화
도시의 개념과 국내외 평화도시 사례와 네트워크를 소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파주시 및
평창군의 평화도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4회 평창평화포럼 기간 중 열리는 본 세션은
제2차 평창 평화도시 포럼으로 제주, 부산, 인천, 고양시와 강원도 DMZ 접경지역 지자체의 평화관련 사업을 소개하
여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고경민 법인사무국장,

연경심 개발협력팀장,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국제평화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고양시청

신강협 연구소장,

이정옥 명예교수,

권구순 교수,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구가톨릭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 기관 소개
송영훈 교수,

(재)평창평화센터
(재)평창평화센터는 평창군 출연기관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겨진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패 널

유산 사업의 공익성을 관리할 책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평창 평화도시 실현과 평화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기관
으로 평창포럼에서 채택된 평창평화의제(PCAP) 2030과 UN SDGs의 실천적 방안에 대한 기획 및 연구를 전담으로 수행
하며, 국내외 평화도시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창평화테마파크 관리와 MICE 산업 육성 등 평화와 관련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수길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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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ssion
파트너세션

파트너세션 16

2월 23일 (수) 17:00~18:30 | 루지홀
라이브

평화권과 평화인권

| 연사 소개
좌 장

| 세션 소개
본 세션은 평화권과 평화인권을 주제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진전 및 필요성을 평화적 권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평화구축을 향한 멈춤 없는 발걸음과 공동체의 항구적인 인권을 지키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2018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을 준비하고자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국내외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과거의

이선경 위원장,
강원도인권위원회

전쟁과 현재의 분단경험으로 인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침해 현실을 살펴보며 지속 가능한 평화인권교육으로 평화권의
향유자요 권리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연 사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한성훈 연구교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주요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기관으로, 도민을 위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권센터를 통하여 인권정책을 알리고,

김진희 통일교육위원,

김명연 교수,

인권상담 및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침해 시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통일교육 강원협의회

상지대학교

패 널

| 기관 소개
강원도인권위원회
강원도인권위는 강원도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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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MZ 세션
Youth/MZ Session

Youth/MZ Session
청년/MZ 세션

청년/MZ세션 2

2월 22일 (화) 17:30~19:00 | 평창홀 3
라이브

통역

상상으로 시작하여 실천하는 평화

| 연사 소개
연 사

| 세션 소개
세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평화 문화 사절단인 상상평화캠프 2021 참가자들이 평화의 중요성과 올림픽 휴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지역 사회 및 글로벌 평화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
표한다.

김승현 학부생,

박우림 학부생,

포티니 기아노플루 대학원생,

동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아르바즈 후사인 학부생,

최누리 학부생,

강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가바소바 세바라
다이야노브나 학부생,
부산대학교

| 기관 소개
상상평화캠프
상상평화캠프란, 그리스 국제올림픽휴전센터(IOTC)에서 운영했던 「Imagine Peace Youth Camp」를 계승하여
강원도 평창에서 연례행사로 추진하는 전 세계 청년 대상의 국제 교류 캠프이다.

크세니아 나니 대학원생,
한남대학교

고대 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된 평화와 휴전의 의미를 기억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까지 이어진
평화 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를 세계 평화 상징 도시 및 세계 올림픽 휴전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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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MZ Session
청년/MZ 세션

청년/MZ세션 3

2월 23일 (수) 13:00~14:30 | 평창홀 3
라이브

통역

청년과 평화

| 연사 소개
연사/패널

| 세션 소개
본 세션에서는 제1기 평창평화포럼 청년위원회의 의의와 목적 및 평창평화포럼의 핵심의제 5개(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SDGs, 평화공공외교)에 대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각 팀별로 발
표한다. 포럼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향후 평창평화포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오유석 부위원장

김용대 위원

박희연 위원

배윤진 위원

서인경 위원

이민호 위원

이중엽 위원

천수연 위원

최지혜 위원

의견을 제시한다.

| 기관 소개
PPF 청년위원회 (APCD / A PeaCe Developer)
제1기 평창평화포럼 청년위원회는 평창평화포럼의 핵심의제 5개(경제, 스포츠, DMZ평화지대, UN SDGs, 평화공공
외교)로 나누어 팀활동을 통해 도출된 평화포럼에 대한 다양한 제안사항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향후 평창평화포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제1기 평창평화포럼 청년위원회 명칭은 APCD (A PeaCe
Developer)로 B에서 동그라미 2개를 남북, 분단을 의미, B를 P로 바꾸어 하나됨을 상징하며, PC는 PEACE의
약어로 하여 청년위원회가 직접 선정하였다. 위원 내 자율적 투표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발하여 총 23명의
위원들이 활동중이다.

| 연사 소개
좌 장
하심 칸 위원

서준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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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MZ Session
청년/MZ 세션

청년/MZ세션 4

2월 23일 (수) 15:00~16:30 | 평창홀 3
라이브

통역

청년 평화 의제 2030

| 연사 소개
연 사

| 세션 소개
본 세션은 평화와 UN SDGs 실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와 국내 청년 단체와 네트워크의 의제와 활동을 소개하고
연대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제1회 글로벌 유스 피스 챌린지 (YPC) 수상자인 평창 청년평화대사(YPA)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 평창평화챌린지 수상자인 평창 청년피스메이커(YPM) 그리고 유엔재단의 차세대팰로우와

수순 노

이서영 학생,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SDSN)의 청년 대표가 발표한다. 올해 제2회 YPC 수상자 대표도 참석해서 평화 증진을 위한

평창평화대사(Youth Peace
Ambassador, YPA)

경희대학교

SDGs와 유엔 사무총장의 OCA 보고서 실천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청년단체에서는

아이슈와라 마카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펠로우,
유엔재단

지속가능발전 청년정치포럼과 SDGs 청년위원회 대표가 참여한다. 2024년 강원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024년
평창에서 청년 평화활동가의 가칭 ‘국제 청년평화올림피아드’를 개최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본
세션은 평창 글로벌 청년평화대사 (YPA)네트워크가 주관한다.

브라이튼 카오마

| 기관 소개

글로벌 코디네이터, SDSN 유스코리아

평창평화대사 (YPA)
평창 청년평화대사 (YPA)는 2021년 평창평화포럼 특별행사로 조직된 제1회 유스 피스 챌린지 (YPC) 수상자 10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YPC는 평창평화포럼을 알리고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2021년 제3회 평창평

패 널

화포럼 특별행사로 시작하였다. 제1기 청년평화대사는 2022년 2월 제4회 평창평화포럼까지 1년 임기로 평창평화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하였다. 청년평화대사는 2022년 YPC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하였다.

| 연사 소개

산두니 디사나야케

이마니 루반가

첼시 조이 세레조

평창평화대사(Youth Peace
Ambassador, YPA)

평창평화대사(Youth Peace
Ambassador, YPA)

평창평화대사(Youth Peace
Ambassador, YPA)

박서정 임원,
SDSN 유스코리아

강채연 학생,

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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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쿠르겔디 무라도프

치키타 에드리니 마르팡

김지은 의장,

평창평화대사(Youth Peace
Ambassador, YPA)

권익옹호 협력관,
인도네시아법률지원인권협회(PBHI)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한국외국어대학교

종전선언과 그 너머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and Beyond

99

주요 프로그램
Program of Events

Program of Events
주요 프로그램

개회식 특별공연
2008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그리고 2022 평창평화포럼

출연자 소개

전세계로 울려퍼진 평화의 하모니
그 감동의 선율이 평창에서 울려 퍼집니다.

미쉘 킴
(바이올린)

강은일
(해금)

-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악장

- 단국대학교 음대 국악과
교수

- 뉴욕 Mannes 음대 교수

- 서울돈화문 국악당
예술감독

- 미국 USC, Colburn,
Santa Barbara 음대
교수 역임

일시: 2022년 2월 22일 (화) 13:00~14:30
장소: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졸업
-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수석 역임

Imagine Variation (Imagine - Until we meet again) arr. HAN Jingu

- 2019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준우수상

슈베르트 : 단악장 현악 4중주 12번 다(C)단조, D.703

Profile

Schubert: Quartettsatz No. 12 in c minor, D.703

Arirang Fantasy (CHOI Sunghwan / arranged by Finger Soul)

세계 3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 프랭크 후왕과 3인의 현악기 수석이 연주하는 클래식의 향연
일시: 2022년 2월 23일 (수) 13:00~14:00
장소: 그랜드볼룸

모차르트: 현악 4중주 19번 다(C)장조, K.465 “불협화음”
Mozart: String Quartet No. 19 in C Major, K. 465, "Dissonant"
베토벤: 현악 4중주 11번 바(f)단조 OP.95 “세리오소”
Beethoven: String Quartet NO. 11 in f minor, Opus 95, "Seri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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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New York Philharmonic String Quartet

특별공연 -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특별공연

- 강은일 해금플러스 대표

김하현
(옥류금)

Imagine 변주곡 (Imagine - 다시만납시다) 편곡: 한진구

아리랑 환상곡 (최성환 / 편곡: 구모균)

- 해금앙상블 ‘활’ 예술감독

프랭크 후왕
(바이올린)

신시아 펠프스
(비올라)

- 2015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합류

- 뉴욕 필하모닉 비올라 수석

- 미국 줄리어드 음대
교수 역임

- 라이오넬 터티스 (Lionel
Tertis) 국제 비올라 콩쿠르
및 워싱턴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 2003 Walter W.
Naumburg 바이올린
콩쿠르 1위

- 줄리어드 및 맨해튼 음대
에서 강의

치엔치엔 리
(바이올린)

카터 브레이
(첼로)

- 2017년 뉴욕 필하모닉
제2 바이올린 수석으로
합류

- 1996년 뉴욕 필하모닉 첼로
수석으로 임명

-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박사
- 카자흐스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
의 메모리얼 상, 에버 리
피셔의 커리어 그랜트 등
수상
- 미국예술위원회의 ‘퍼포밍
아트 상’을 수상한 최초의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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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창평화포럼 유스피스챌린지

| 평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PyeongChang Youth Peace Challenge
2월 22일(화) | 메타 DMZ 평화지대

2월 21일(월) | 온·오프라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세계에
보여주었던 평창 평화가치를 계승·확
산하고자 출범하게 된 평창평화포럼을
경험하고, 평화인재육성프로젝트 참여
청소년들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럼의 핵심의제인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평화공공외교’와 더불어 특별
의제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통한 평화 협력’에 대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발굴 및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 평창 유스피스챌린지(YPC 2022)는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 시민 평화교육 프로그램이자 평창평화
정신을 홍보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입니다.

5개의 핵심의제 프로젝트 활동과 지역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평화토론회
등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탄생한 평창평화정신에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화적 아이

진행되며, 2월 21일(월) 메타 DMZ

디어 및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화지대에서 발대식이 진행될 예정

만 15세에서 2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UN 사무총장의 '우리 공동의 의제(Our Common Agenda)' 보고

입니다.

서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국제적 평화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에세이 작성 및 그룹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에세이 제출을 시작으로 2번의 그룹토론을 거쳐 엄선된 10팀은 약 1년동안 평창 평화 정신을 실천하고 홍보
하는 2022 평창평화포럼 청년평화대사로 위촉되며, 최종 수상자는2월 22일(화) 메타 DMZ 평화지대에서
진행하는 시상식에서 오전 10시(KST)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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