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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익연구소로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학문의 발전과 인재 양성, 아시아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비전과 능력을 갖춘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으며,
세종연구소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집현전이 되어 세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ࢎ݈
2016년 Brexit에 이어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2017년 국제질서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초불확실성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은 국내정치적 위기까지 겹쳐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차례의 핵실험과 SLBM 발사실험 등 장거리 운반
체 실험 성공으로 핵 개발에 성큼 다가선 북한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
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패권을 겨루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지정학의 피해자로서 역사의 뼈아픈
기억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개방적 국제
환경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은 탈세계화와 자국 이익 우선
주의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 제2
차 대전 이후 계속되어온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는 가운데 트럼프 행
정부의 미국이 어떠한 비전을 펼쳐나갈지, 선거공약대로 미국 우선주의만
을 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의 균형 축을 담당
했던 미중관계도 트럼프의 대만 카드 활용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중
국은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해군력 증강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사장

박준우

이와 같은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을 헤
쳐 나갈 지혜와 전략 그리고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로서 더욱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연구 및 제언, 교육연수사업의 성취에 안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의 주요 대학 및 싱크탱
크와의 포럼도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충을 추진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Corporate Visiting
Fellow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한층 더 복잡해져 가는 국제
질서와 주변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

세종연구소는 1986년 개소한 이래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국가전략
과 외교·안보·통일의 정책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개소 30
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속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으
로 제도와 연구환경을 정비하여 연구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내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연구,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강
화하였습니다. 연구소내에서 수시로 ‘정세토론회’와 ‘출장보고회’를 열어
정책에 대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소내의 정책토론이 활성화되면
서 이전 보다 질 높은 정책브리핑을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학계 전문가와 정책을 논의하는 ‘세종정책포럼’을 강화하여 세종
연구소가 한국의 정책 서클을 활성화하고,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언
하는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의 정책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공공외교를 활
성화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언론과의 소통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종프레스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일 프레스포
럼, 중국과 환구시보와 전략대화를 통하여 동북아 국가들간의 갈등을 축
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폭넓고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미·중·일·러와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해외 아웃리치 사업과 심층조사를 강
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정세를 국내 정책 서클에 신속하고 정확하
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연수 사업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특히 국제외
교관연수를 운영하여 개도국 외교관의 훈련과 한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
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청년아카데미’를 신설하여 다가올 미
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세종연구소의 축적
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여 미래의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종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세종연구소는 대한민국, 동북아, 나아가 세계 속에서 앞서가는
싱크탱크가 되기 위한 큰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연구소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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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입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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ࣁઙোҳࣗ
1

月

2

月

1일

제1차 정세토론회(비공개)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2일 제2차 정세토론회(비공개)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한일관계 전망과 대책”
5일 제3차 정세토론회
“2016 세계 경제 전망”
6일 제1차 세종프레스포럼
7일 제4차 정세토론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평가와 전망”
19일 제1차 세종정책포럼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3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20~21일 제1차 연구기획회의
26일 제5차 정세토론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중국의 입장과 인식 고찰”
4일
11일
16일
19일
23일
29일

3

月

2일
3일
4일
8일
10일
15일
16일
18일
22일
23일
24일
25일
31일

06 |

4

月

5일
8일
14일
19일
21일
27일
28일

5

月

제2차 세종정책포럼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제6차 정세토론회
“아시아의 잠재적 핵무기 국가들: 일본, 한국, 대만”
제22기 국가전략연수과정 입교식
2016 후쿠오카 한일관계 심포지엄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전망 및 과제”
제7차 정세토론회
“사드의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제8차 정세토론회
“대북 경제제재”
제9차 정세토론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제3차 세종정책포럼
“남북관계의 근본적 재검토와 향후 대응 방향”
제2기 세종청년아카데미 개강식
제10차 정세토론회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천전략”
제19차 한일정책대화 “한일관계에 대한 제언”
제2차 세종프레스포럼
제1차 객원연구위원 세미나
제2차 한일전략회의, 제2차 객원연구위원 세미나
제11차 정세토론회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역사·쟁점·현황·대응방향”
세종정책포럼 Special Session 1
“2016년 사이버안보 환경과 전망”
‘국민공감’ 평화통일 토론회
2016 상해한중안보협력대화
제1차 외교안보협의회

6

月

7

月

4일

제1차 라운드테이블
대만 담강대학 방문단
제12차 정세토론회
“시진핑 시기 중미관계가 북핵 문제에 주는 함의”
2016 관서지역 한일관계 심포지엄
“북한정세와 한일 관계 전망”
제4차 세종정책포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방향”
제13차 정세토론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핵무장·남북대화 문제”
제31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외교·안보·통일”
중국 언론인 초청 특별 간담회
에티오피아 외교부 방문단 초청 특별 간담회(비공개)

11일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대표단 초청 간담회
12일 제3차 세종프레스포럼
13일 제14차 정세토론회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16일 제5차 세종정책포럼
“북한 7차 당대회 이후 정세 및 우리의 대응”
20일 세종연구소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24일 제15차 정세토론회
“‘위안부’문제와 한일관계”
26일 2016 제주포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구축전략”
31일 세종정책포럼 Special Session 2
“위안부합의의 이행과 한일관계”
1일
3일
8일
14일

제1차 세종 한·러포럼
제2기 세종청년아카데미 수료식
세종연구소-국방대학교 공동학술회의
제16차 정세토론회
“대북제재 및 미중갈등 정국에서의 외교·국방 전략”
15일 제6차 세종정책포럼
“남중국해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20일 세종연구소-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1일 제17차 정세토론회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예상”
22일 제1차 중국 환구시보 전략포럼
29일 제16차 한미서부전략포럼
29~30일 RAND Corp. & UC San Diego 간담회(비공개)
30일 2016 세종-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중 협력 방향”

8

月

9

月

4일

제18차 정세토론회
“브렉시트(Brexit)의 국제 안보적 함의”
6~9일 2016년 일본 도쿄 심층조사
11일 제19차 정세토론회(비공개)
“2016년 일본참의원선거 결과 분석: 요인 및 그 영향”
13일 제3차 객원연구위원 세미나
14일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NEREC) 학생단 방문
15일 2016 삿포로 한일관계 심포지엄
“새로운 한일관계와 미래비전”
18일 제20차 정세토론회
“남중국해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19일 제7차 세종정책포럼
“박근혜 정부 3대 외교안보구상 평가 및 향후 과제”
24~30일 코이카 단기연수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관 고위급 파트너십 연수
26일 제21차 정세토론회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중무역 추이”
6~13일 2016년 북-중 국경조사
12일 제3기 세종청년아카데미 개강식
16일 제22차 정세토론회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17일 제4차 객원연구위원 세미나
24일 세종연구소-현대일본학회 공동학술회의
29일 제8차 세종정책포럼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 타개 방안”
30일 제23차 정세토론회
“미국여론과 외교정책”
8월 31일~9월 1일 2016 경주포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구축전략”
6일
8일
12일
13일
18일
19일
20일
23일
27일
30일

제24차 정세토론회
“한국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과제”
제22차 SEJONG-CICIR 국제학술회의
제20차 한일정책대화(비공개)
2016 동평구 히로시마 학술회의
제2기 세종-KOICA 국제외교관연수 입교식
세종-Atlantic Council 공동 학술회의
“Northeast Asia Security Initiative”
제25차 정세토론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실체와 전망”
제9차 세종정책포럼
“북한 비대칭 위협 증가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
제4차 세종프레스포럼
2016 한일프레스포럼

10

月

11

月

10~11일 세종-RAND 공동 학술회의
11일 제26차 정세토론회
“북한 급변사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한국의 전략”
13일 세종-NBR 세미나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19일 제27차 정세토론회
“한국 비대칭방어전략의 효용성: 2006년 레바논 전쟁의 교훈”
라트비아 외교위원장 방문 특별간담회
20~21일 제2차 연구기획회의
25일 제28차 정세토론회
“아베 내각의 헌법개정 움직임”
26일 아세안 언론인 연구소 방문
28일 제10차 세종정책포럼
“2017년 정세전망(1)–강대국관계와 한국외교의 과제”
4일
7일
8~9일
10일

11일
15일
16일
17일

18일
21일
23일
25일
29일

12

月

한-중 동평구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
러·일 영토분쟁 관련 세미나
“러일 영토분쟁이 한일 독도문제에 주는 함의”
제3차 한·일·중 논문경진대회
제5차 세종프레스포럼
제11차 세종정책포럼
“미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제29차 정세토론회
“트럼프 미행정부와 미중관계”
세종연구소-스탠포드 아태연구소 심포지엄
“미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디지털 공공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세미나(USC)
제32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인터넷 시대의 한미관계 세미나(UCLA)
제2기 세종-KOICA 국제외교관연수 수료식
한-러 동평구 민관 네트워크구축 회의
세종정책포럼 Special Session 3
“한국 사이버 생태계의 북한 요소”
2016 나고야 한일관계 심포지엄
2016 특별전문가 세미나
제30차 정세토론회
“신 냉전의 미러관계: 배경·전망·시사점”

6일
7일

2017년 정세전망 토론회
제12차 세종정책포럼
“2017년 정세전망(2) 동북아 정세와 한국외교의 과제”
13일 동평구 현안회의
14일 제22기 국가전략연수과정 수료식
18~21일 중국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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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요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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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요학술회의

학술회의 프로그램
[개회식] 환영의 시간
[제1회의] 세종연구소 30년: 싱크탱크의 역할(라운드테이블) | [제2회의] 외교·안보·통일 현안분석 | [제3회의] 2030년 중장기 전망

세종연구소는 올해 개소 30주년을 맞이하여 2016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세종 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본 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세종연구소 30년: 싱크탱크의 역할 △외교·안보·통일 현안분석 △2030년 중장기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 싱크탱크 기관장들이 참석하였고, 통일부 장관 출신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인사들이 참석하여 향후 세종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외교·안보·통일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08 |

| 09

2016 주요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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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요학술회의

Ҵ৻֎ਕ

Ҵղ֎ਕ
동북아 지역에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은 매우 미진한 이른바 ‘동북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동북아 평화 협력을 구체화하고 역내 협력 매커니즘 구축을 위해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평구 히로시마 학술회의

동평구 한·중 네트워크 구축회의

동평구 러시아 학술회의

일시: 2016년 9월 13일(화)

일시: 2016년 11월 4일(금)

일시: 2016년 11월 21일(월)

장소: 일본 히로시마

장소: 북경 포시즌스호텔

장소: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FEFU)

내용: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환경

내용: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국네트워크

내용: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한-러

분야의 현 이슈 분석, 민관네트워크

구축, 2016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

협력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구축계획 및 확산방안

평가

민관네트워크 구축 방안

2016 제주포럼
일시: 2016년 5월 26일(목) |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주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구축전략

2016 동평구 네트워크 심포지엄
2016 경주포럼
일시: 2016년 8월 31일(수)~9월 1일(목) | 장소: 경주 현대호텔 | 주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구축전략

10 |

일시: 2016년 12월 13일(화)
장소: 송도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내용: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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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요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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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요학술회의

ࣁઙझగನ٘बನষ
세종연구소는 2016년 11월 15일(화),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Stanford APARC)와 함께 ‘미 신행정부의 대외정
책: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The New U.S. Administration’s East Asia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세종연구소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비공개토론회인 ‘세종-미 서
부 전략포럼’의 일환으로, 미국 대선을 맞아 특별히 공개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으며 유명환 세종대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
이 사회를 맡아 프란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스탠포드대 민주·발전·법치센터 소장, 마이클 맥폴 Michael McFaul
일시: 2016년 6월 29일(화) | 장소: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 주제: 동북아 지역정세

스탠포드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전 주러시아 미국대사), 칼 아이켄베리 Karl W. Eikenberry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선임연구

이번에 개최된 제16차 한미서부전략포럼에서는 신기욱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소장과 박준우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개회사로

위원(전 주아프간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스탠포드대 아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주한 미국대사),

시작하여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지역정세와

심윤조 국민대 초빙교수(전 국회의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참석하여 트럼프 신행정부가 추진할 한반도 및 동

북한, 그리고 한미동맹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 정책의 향방에 대해 토의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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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Atlantic Council 공동 학술회의

세종-RAND 공동 학술회의

일시: 2016년 9월 19일(월)
장소: 세종연구소 소회의실

일시: 2016년 10월 10일(월)~11일(화)
장소: 미국 LA 산타모니카 RAND 연구소

제1차 중국 환구시보 전략포럼
일시: 2016년 6월 22일(수) | 장소: 중국 북경

제22차 Sejong-CICIR 국제학술회의

세종-NBR 세미나
일시: 2016년 10월 13일(목) | 장소 : 미국 시애틀 NBR 연구소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

인터넷 시대의 한미관계 세미나

일시: 2016년 11월 16일(수)
장소: 미국 LA USC 한국학 연구소

일시: 2016년 11월 17일(목)
장소: 미국 LA UCLA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

14 |

2016 상해한중안보협력대화
일시: 2016년 3월 25일(금) | 장소: 중국 상해 밀레니엄 호텔

일시: 2016년 9월 8일(목) | 장소: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2016 세종-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공동 국제학술회의

중국 심층조사

일시: 2016년 6월 30일(목) | 장소: 중국 연변대학교

일시: 2016년 12월 19일(월) | 장소: 중국 북경
| 15

국제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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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관계 심포지엄

제19차 한일정책대화

제20차 한일정책대화

일시: 2016년 3월 10일(목)
장소: 웨스틴 조선 부산

일시: 2016년 9월 12일(월)
장소: 일본 히로시마

제2차 한일전략회의

세종연구소-히로시마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6년 3월 18일(금)
장소: 일본 도쿄 제국호텔

일시: 2016년 6월 20일(월)
장소: 세종연구소 원탁회의실

일시: 2016년 2월 19일(금) | 장소: 일본 후쿠오카 오쿠라 호텔

제2차 한일관계 심포지엄

제3차 한일관계 심포지엄

제4차 한일관계 심포지엄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일시: 2016년 7월 15일(금)
장소: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2016 한일 프레스포럼

장소: 일본 더 웨스틴 나고야 캐슬 호텔

일시: 2016년 9월 30일(금) | 장소: 일본 도쿄 포린프레스 센터

장소: 일본 오사카 한국인회관 대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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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학계 및 정책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세종국가전략포럼을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제31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일시: 2016년 4월 21일(목)
장소: 세종연구소 대회의실
주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외교·안보·통일
제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 제2세션 <주요국 외교> / 제3세션 <글로벌 외교과제>
종합토론: 향후 차기 정부 국정과제 제언 및 수립전략 및 추진방향

제1차 세종 한·러포럼
일시: 2016년 6월 1일(수)
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
개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7차 노동당대회 이후 한러관계의 발전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방안 모색 도모
참석: 홍현익 실장, 이태환, 정은숙 연구위원, 신범식 서울대 교수, 박종수 공사, Georgy Toloraya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
소장, Gleb Ivashentsov 전 주한 러시아 대사 외 8명의 현지 전문가

제32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일시: 2016년 11월 17일(목)
장소: 세종연구소 대회의실
주제: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제1세션 <미국 대선 분석 및 평가> / 제2세션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 제3세션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종합토론: 한국의 대미정책 수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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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회의

‘국민공감’ 평화통일 토론회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 주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

국내학술회의

ࣁઙ଼ನۢ
세종연구소는 다양한 시각에서 현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국가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종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정부기관·민간연구소·학계·언론 인사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국방대 공동 학술회의
일시: 2016년 6월 8일(수) | 장소: 플라자호텔 | 주제: 동북아 안보위기의 진단과 해법

세종연구소-현대일본학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6년 8월 24일(수) |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 주제: 동아시아 정치경제와 일본
1월 19일 [제1차]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3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6월 15일 [제6차] 남중국해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7월 19일 [제7차] 박근혜 정부 3대 외교안보구상 평가 및 향후 과제

2월 4일 [제2차]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3월 3일 [제3차] 남북관계의 근본적 재검토와 향후 대응 방향

8월 29일 [제8차]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 타개 방안
9월 23일 [제9차] 북한 비대칭 위협 증가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

3월 23일 [Special Session 1] 2016년 사이버안보 환경과 전망
4월 14일 [제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10월 28일 [제10차] 2017년 정세전망(1): 강대국관계와 한국외교의 과제
11월 10일 [제11차] 미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11월 23일 [Special Session 3] 한국사이버 생태계의 북한요소

추진 방향
5월 16일 [제5차] 북한 7차 당대회 이후 정세 및 우리의 대응
5월 31일 [Special Session 2] 위안부합의의 이행과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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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제12차] 2017년 정세전망(2): 동북아 정세와 한국외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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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ࣁషۿഥ

ࣁઙۨझನۢ

「세종정세토론회」는 연구소 내의 토론문화를

세종연구소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정책 서클센터(Circle Center)의 역할을 하고자하며 「세종프레스포럼」에서는

활성화하고 시의적절하게 정책 제언을 하기

언론인들에게 국가 현안 분석과 해설을 제공하고, 나아가 대중들이 국가 정책과 국내외 현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위해 마련하였으며, 월 2회 주요 정책 이슈를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수시 개최하고 있다.

개발하여 발표·토론한 후 결과 보고서를 정책
브리핑으로 출간하고 있다.

[제1차]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

6월 14일 [제16차] 대북제재 및 미중갈등 정국에서의 외교·국방 전략

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6월 21일 [제17차]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예상

1월 5일

[제2차]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한일관계 전망과 대책

7월 4일

1월 5일

[제3차] 2016년 세계 경제 전망

7월 11일 [제19차] 2016년 일본참의원선거 결과 분석:

1월 7일

[제4차]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평가와 전망

1월 1일

[제18차] 브렉시트(Brexit)의 국제 안보적 함의
요인 및 그 영향

1월 26일 [제5차]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중국의 입장과 인식 고찰

7월 18일 [제20차] 남중국해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2월 11일 [제6차] 아시아의 잠재적 핵무기 국가들: 일본, 한국, 대만

7월 26일 [제21차]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중무역 추이

2월 23일 [제7차] 사드의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8월 16일 [제22차]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3월 1일

[제8차] 대북 경제제재

8월 30일 [제23차] 미국여론과 외교정책

3월 2일

[제9차]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9월 6일

3월 8일

[제10차]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천전략

9월 20일 [제25차]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실체

3월 22일 [제11차]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역사·쟁점·현황·
대응방향
4월 5일

[제12차] 시진핑 시기 중미관계가 북핵 문제에 주는 함의

4월 19일 [제13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핵무장·남북대화
문제

[제24차] 한국 공공외교의 과제

10월 11일 [제26차] 북한 급변사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10월 19일 [제27차] 한국 비대칭방어전략의 효용성: 2006년 레바논
10월 25일 [제28차] 아베 내각의 헌법개정 움직임

ǩ월 12일 [제3차] 북한 7차 당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ǩ월 27일 [제4차] 북한 5차 핵실험 및 화해치유재단의 과제

11월 11일 [제29차] 트럼프 미행정부와 미중관계

ǩ월 10일 [제5차] 미국 대선결과와 차기정부의 아시아 정책

전쟁의 교훈

5월 13일 [제14차]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북한 정세 전망

11월 29일 [제30차] 신냉전의 미러관계: 배경, 전망, 시사점

5월 24일 [제15차]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12월 6일 2017년 정세전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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ǩ월 6일 [제1차]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한일관계 전망과 대책
ǩ월 15일 [제2차] 최근 한국 외교안보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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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국내학술회의

ࣁա

౸ޛ
E-출판물
•세종논평: 주요현안 발생시 수시 발송
•정책브리핑: 정세토론회, 출장보고회 후 작성 및 유관기관에 제공
•정세와 정책: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개발 목적, 월 1회 발간
•뉴스레터: 연구소 행사 및 주요소식 제공, 월 1회 발간

국가전략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 정책담당자 토론의 장을 위한 계간지
•『국가전략』 제22권 1호(봄호)
[제1차 Visiting Fellow Seminar] 2016년 3월 16일(수), 임명/ 오사와 분고

•『국가전략』 제22권 2호(여름호)

“김정은 시대 북·중 경제관계: 현황, 과제, 전망”/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 비교: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2권 3호(가을호)

[제2차 Visiting Fellow Seminar] 2016년 3월 18일(금), 최정일: “독일 통일 이후 경제 위기 극복과정”

•『국가전략』 제22권 4호(겨울호)

[세종 다이얼로그(제1차 외교안보협의회)] 2016년 3월 31일(목),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 외교안보협의회 제도화 추진, 기관간 전문가 교환 등
[대만 담강대학 방문단] 2016년 4월 4일(월), “최근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정세”

세종정책총서 2016-1

세종정책총서 2015-3

세종정책총서

한국의 국가전략 2030

외교

이태환•정진영•김태환•이면우 공저

[중국 언론인 초청 특별 간담회] 2016년 4월 27일(수),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등
[주한 에티오피아 외교부 방문단 초청 특별 간담회(비공개)] 2016년 4월 28일(목), “한국의 외교정책과 외교연구기관의 역할, 외교안보”
[중국 국제문제연구원(CIIS) 대표단 초청 간담회] 2016년 5월 11일(수),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 전후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 등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한국의 국가전략 2030: 외교』
•『한국의 국가전략 2030: 안보』
•『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

[RAND Corporation & UC San Diego] 간담회 개최 (비공개)] 2016년 6월 29일~30일(수~목), “북핵문제와 미 대선 전망,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 등
[제3차 Visiting Fellow Seminar] 2016년 7월 13일(화), Sandip K. Mishra, “How ‘Strategic’ is India-South Korea Strategic Partnership?”
[제4차 Visiting Fellow Seminar] 2016년 8월 17일(수), 문돈, “동아시아 경제제도 구축과 한국”

2016년 세종정책연구

[중국 외교부 소속 전문가 초청 간담회] 2016년 10월 18일(화), “북핵문제 및 사드배치 이슈”

•“NATO의 핵공유협정과 전술핵무기: 배경, 전망, 시사점” (정은숙)

[라트비아 외교위원장 방문 특별 간담회 개최] 2016년 10월 19일(수), “동북아 정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국제질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이종석)

[러·일 영토분쟁 관련 세미나] 2016년 11월 7일(월), “러·일 영토분쟁이 한·일 독도문제에 주는 함의”

•“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안보와 경제의 연계” (김성철)
•“국내정치는 외교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체제 및 지도자” (강명세)

[2016 특별 전문가 세미나] 2016년 11월 25일(금), “미 대선 이후 동북아 정세와 미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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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사업

교육연수사업

ࣁઙҴоۚোࣻ
세종연구소는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통일에 관한 국가전략을 이해하고
정책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명칭: 제22기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주제: 국가전략
•교육기간: 2016년 2월 16일(화) ~ 12월 14일(수)
•교육대상: (가) 공무원 - 서기관, 부이사관
(나) 정부투자기관 및 기업체 - 중견 관리자
•교육 구성: ① 강의 ② 특강 ③ 연수생발표 ④ 분임토의 및 세미나
⑤ 어학교육(영어, 일본어, 중국어) ⑥ 정보화 교육
⑦ 연구논문(보고서) 작성 ⑧ 현장 방문 교육
⑨ 학술행사 참여 ⑩ 국외 정책 연수
⑪ 체육·봉사·동호회 활동

■연수목적
- 21세기 국가전략 모색
- 정책관리능력 강화
- 국정현안 이해와 해결책 모색
- 주요국들의 국가전략 이해

기본강의

정책실무

국가전략

현장방문
국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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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사업

교육연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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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는 중점협력국 외교관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거 한국이 받았던 국제원조를 국제사회에 환원하고자
세종-KOICA 국제외교관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과정명: 외교관 실무 역량 강화(중기) (Practical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Diplomats)
•연수기간: 2016년 9월 18일(일) ~ 11월 19일(토) (63일간)
•중점협력국 28개국 (총 29명):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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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모로코,

•과정명: 외교관 고위급 파트너십(투르크메니스탄)

•참가인원: 1국 8명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온두라스, 이라크, 이라크 KRG, 키르기스스탄, 과테말라 (*신 참여 국가)

•연수기간: 2016년 7월 24일(일) ~ 30일(토)

•연수구성: 강의(토론), 현장학습, 친교행사, 문화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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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는 외교·안보·통일 연구 분야의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연구소와 외교부는 2014년부터 논문경진대회를 개최

2016년 제3기 세종청년아카데미
기간: 2016년 8월 12일(금) ~ 11월 18일(금) | 교육: 월2회, 총 8회 실시

목적: 한·일·중 3국 협력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참여하여 3국 협력의 발전에 기여할 참신한
의견 개진

참가인원
0
3기 (2016하)

5

10

15

15

20

세종연구소와 외교부는 2016년 11월 8일(화)～9일(수), 서울 The-K호텔에서 제3회 한·
일·중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한·일·중 3국 협력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이해 증

5

진 및 네트워크 구축과 3국 협력의 발전에 기여할 참신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3국 협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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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2016상)

13

4

1기 (2015하)

13

4

■대학생
■대학원생

전방안과 동북아 정세 주제로 2016년 6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논문을 공모하여, 응
모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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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준우 | 前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 前 청와대 정무수석

이사

1983. 11.

창립총회, 정관제정

1993. 06.

이사장 정원식 취임

1983. 12.

재단법인 ‘일해재단’ 설립

1996. 09.

법인명칭 ‘재단법인 세종재단’ 으로 변경

1985. 02.

장학사업 개시, 재단부지 확보

1997. 07.

이사장 강영훈 취임

1988. 03.

양곤사태 유가족 소득지원사업 시작

2000. 11.

이사장 오기평 취임

2015. 2.

이사장 박준우 취임

2004. 11.

이사장 임동원 취임

2015. 6.

연구소장 진창수 취임

2008. 11.

이사장 공로명 취임

구자열 | LS 회장

유수경 | 前 국민대학교 교수

권재진 | 前 법무부 장관

진창수 | 세종연구소 소장

김희상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前 국방대학교 총장

최대석 |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원장

문무홍 | 前 (사)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상임대표

최정일 | 前 주 독일대사

박경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현천욱 | 변호사

박철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감사]

심규선 | 동아일보 고문

이충상 |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인명칭 ‘재단법인 세종재단’을
‘재단법인 세종연구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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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진창수

감사

이사장

Tokyo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부소장
양운철

발전위원회

University of Alabama, 경제학 박사

외교전략연구실

연구소장

연구기획본부

부소장

교육연수본부

이면우

The Ohio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강명세

University of California, L.A., 정치학 박사

김기수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정치학 박사

김성철

Stanford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이태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정치학 박사

외교전략연구실에서는 21세기 국제질서와 국제정치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주요 과제를 전략적으로 연구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의 국내외 상황,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기관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론과 현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보전략연구실

외
교
전
략
연
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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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
전
략
연
구
실

통
일
전
략
연
구
실

행
정
실

일
본
연
구
센
터

중
국
연
구
센
터

북
한
연
구
센
터

동
북
아
평
화
협
력
연
구
센
터

이대우

Th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이상현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정치학 박사

정은숙

The Ohio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홍현익

University of Paris, Pantheon-Sorbonne, 정치학 박사

정재흥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정치학박사

안보전략연구실에서는 탈냉전시대에도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외교정책을 연구한다.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 분야의 이슈 연구 및 국제 안보환경 분석과 안보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일전략연구실
정성장

University of Paris, X-Nanterre, 정치학 박사

박기덕

University of Chicago, 정치학 박사

백학순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박사

이종석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성현

University Tsinghua, Communication 박사

통일전략연구실에서는 남북한의 공존공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국과 북한의
정치체제와 정치과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방향, 통일정책,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현안 및 중장기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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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자료실에서는 통일·외
교·안보 분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
외의 전문도서, 학술잡지, 타 연구기관
의 발간자료, 유관 학회지, 정부 간행
물, 국제기구 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
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료실에는 2016년 현재 총 53,108
권의 장서와 194종의 정기간행물,
Microform 및 CD-ROM 자료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미 소장 자료에 대한
해외 원문제공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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য়दחӡ
2016. 01~04

2016. 05~08

2016. 09~12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우:13449) |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전화: 031-750-7500 | 팩스: 031-754-0100 | 이메일: help@sejong.org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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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출판물/회원제 문의

세종국가전략 연수사업 문의

자료실 이용문의

연구기획본부 : 031-750-7613

교육연수본부 : 031-750-7611

전화 : 031-75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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