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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991년 설립 이래 한국의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 역군 배출에 기여해 온 통일연구원이 

개원 2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충동과 수유리 시대를 지나 지금의 서초동 시대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의 성장은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통일 관련 싱크탱크로

서의 통일연구원의 위상은 저희를 지지해 주신 각계각층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6년 동안 통일연구원의 발전을 격려하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또 다시 급변의 격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5월의 대통령 

선거 후 들어설 한국의 차기 정부는 주변국 환경의 변화와 끊임없는 북핵 도발, 그리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의 여러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지난한 과업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통일연구원은 지난 정부들의 통일 및 대북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바탕하여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동북아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과거 20년 간 통일·대북정책의 이론과 실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을 넓게 초청하여  

비판과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열리는 통일연구원 개원 26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바쁘 

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지혜와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의 글 Invitation Letter

Seeking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y and Northeast Asia in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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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za Hotel Grandballroom A(Annex LL)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ate�

Time�

Venue��

Host

통일연구원 
개원 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KINU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26th Anniversary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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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및�문의
통일연구원   Tel : 02-2023-8236 

Email : yanga0901@kinu.or.kr

더 플라자 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Tel : 02-771-2200 

사전등록 신청사전등록 신청GO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4/3(월), 12시까지 링크를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행사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Greeting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is hol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26th anniversary since its foundation in 1991. Throughout those years, 
KINU has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unification policy and nurturing researchers devoted 
to fulfilling the ultimate goal of national unification.

KINU has achieved a phenomenal growth building on the nation-wide yearning for unification 
as it has moved its headquarters from Jangchung-dong, to Suyu-dong, and to its current 
location of Seocho-dong. It is with the generous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various 
groups and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that KINU has been able to position itself as the 
brightest and most promising think-tank in the area of unification in Korea. To that end,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for your unwaver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on KINU’s success over the past 26 years.

The Korean Peninsula is once again witnessing a tumultuous time of rapid changes. The next 
government, which will take office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y, will inherit some 
of the very intractable challenges, including North Korea’s relentless attempts for nuclear 
provocation, shifting circumstances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mounting issues that 
remain unresolved ever since the unprecedented impeachment of President Geun-Hye Park. 
With such concerns in mind, KINU is hosting a conference with an aim to review the previous 
governments’ policie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and set the desirable direction on the 
new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policies for the incoming government.

KINU is inviting renowned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either 
developing a theory or crafting the policy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over the last 20 
years, to this conference under the theme of “Seeking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y and 
Northeast Asia in Flux,” so that your insights earned through years of experiences in the field 
can benefit the event. And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special occasion can make a concrete 
contribution to establishing the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y.

On a closing note, I would high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as your invaluable wisdom and 
knowledge will greatly enrich KINU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26th Anniversary at this 
critical juncture.

※ 가나다순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의는 동시통역(한국어-영어)으로 진행됩니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Korean to English) will be provided.

프로그램 Program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축   사

손기웅┃통일연구원장

유호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형석┃통일부 차관 

10:30-12:15 제1회의  역대 정부 통일·대북정책 평가

사   회 우철구┃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발   표 홍 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토   론 고유환┃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재천┃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허문영┃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2:15-13:15 오    찬

13:15-15:00 제2회의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

사   회 안병준┃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발   표 신종호┃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토   론 강용범┃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 교수

레이프 에릭 이즐리┃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베른하르트 젤리거┃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알렉산더 루킨┃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동아시아·상해협력기구연구센터소장

이와무라 가츠야┃교토통신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민태은┃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15:00-15:30 휴   식

15:30-17:30 제3회의  향후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사   회 손기웅┃통일연구원장

발   표 이규창┃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토   론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제32대 통일부 장관)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제37대 통일부 장관)

길정우┃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전 국회의원)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김현집┃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7:30 폐회식

09:30-10:00 Registration

10:00-10:30 Opening Ceremony

Opening Address Gi-Woong Son | President, KINU

Congratulatory 
Address

Ho-yeol Yoo |  Executive Vice-Chairperso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Kim HyungSuk I Vice Minister, Ministry of Unification 

10:30-12:15 Session 1  Evaluation of Policie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of the Previous Governments

Moderator Chulkoo Woo |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Yeungnam University

Presentation Min Hong | Director, North Korean Studies Division, KINU

Discussion Yu-hwan Koh |   Professor,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Keun-sik Kim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Kyungnam University  

Philo Kim |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chun Kim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ogang University

Dongho Jo |  Professor, Department of North Korea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Moon-Young Huh |  Honorary Research Fellow, KINU

12:15-13:15 Luncheon

13:15-15:00 Session 2  Northeast Asian Order in Flux and 
Changing Conditions for Korean Unification

Moderator Byung-Joon Ahn |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Republic of Korea

Presentation Jong-Ho Shin | Direct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Division, KINU

Discussion Jiang Longfan | Professor, Tianjin Foreign Studies University, China
Leif-Eric Easley |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Bernhard Seliger |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Germany
Alexander Lukin |  Director, Center for East Asian and SCO Studies,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Russian Foreign Ministry
Iwamura Kazuya | Editor&Editor Writer, Kyodo News, Japan
TaeEun Min | Research Fellow, KINU

15:00-15:30 Coffee Break

15:30-17:30 Session 3  Direction of Policie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for the Next Government

Moderator Gi-Woong Son | President, KINU

Presentation Kyu-Chang Lee | Director, Unification Policy Studies Division, KINU

Discussion Jong-seok Lee |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The 32nd Minister of Unification)

Kihl-Jae Ryoo |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37th Minister of Unification)

Kil Jeong-Woo |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INU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oung-hie Kim | Senior Columnist, The Joongang Ilbo
Hyun-Jip Kim |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INU  

(Former Deputy Commander o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17:30 Closing Ceremony

www.kinuconference.com/pre-reg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