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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Welcome Message
모시는 글

Park Jae-min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박재민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 am honoured to invite you to Seoul Defense
Dialogue from 8th to 10th September, 2021.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Seoul Defense Dialogue (SDD), which have promoted multilateral
dialogue among defense officials and security experts on th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Pacific.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귀하를 「2021 서울안보대화」에 정중히 초청합니다.

The global society is facing unprecedented transnational security crises in terms of traditional challenges such
as arms race and nuclear development to emerging threats such as pandemic and climate change. In order
for us to overcome such common crises and build a sustainable peace regime, we are in great need of unity
and cooperation rooted in multilateralism. In this regard, SDD 2021 will feature Korean Peninsula security, Asia
Pacific regional security, health security, climate change, space security and more under the overarching theme
of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This year’s SDD will also feature a special session in
celebration of its 10th anniversary.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는 2012년부터 세계 각국 및 국제안보기구의 고위급 국방관료들과 민간 안보전문가

In consideration of the pandemic,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planning to hold the
upcoming SDD 2021 in a hybrid format. Defense officials and security experts around the world will participate
either in person (Seoul) or via a video platform to address the audience and participate in panels as a keynote
speaker, moderator, or panelist. Although on-site audience will be limited to defense attaché offices and embassy
personnel in Korea and local experts, sessions will be live-streamed online.

것입니다.

It is our sincere hope that collective wisdom and insight accumulated through SDD 2021 will act as a stepping
stone for reinvigora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논의들은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Thank you.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군비경쟁, 핵 위협,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례 없는 초국경 안보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1
서울안보대화」는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을 주제로, 한반도 안보,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 보건안보, 기후변화,
우주안보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안보대화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세션도 진행될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 서울안보대화」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조연설자, 사회자, 토론자 등 연사와 패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국 국방관료들과 민간 안보전문가분들은
국내 현장(서울) 또는 화상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합니다. 현장 관중은 주한 무관·외교관 및 국내인사로 제한되지만, 관련

「 2021 서울안보대화」에서 모인 지혜와 통찰력이 다자협력의 회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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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D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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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D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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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fense Dialogue 20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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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EOUL DEFENSE
DIALOGUE 2021
MAIN THEME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DATE
September 8 (Wed)- 10 (Fri), 2021
2021년 9월 8일(수)-10일(금)

VENUE
Grand Hyatt Seoul
그랜드 하얏트 서울

ORGANIZED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방부

OFFICIAL LANGUAGE
English
(There will be simultaneous translation into Korean)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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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Program I 프로그램
Day 1 September 8 (Wed)
13:00-14:00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Entrance Foyer(2F)

Registration

[Special Session1]
Security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and Military Response
Moderator

Day 1 9월 8일 (수)

Kim Hyoeun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13:00-14:00

[특별세션1]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

Deputy Minister for Climate Chan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사회자

Republic of Korea
Senior Advisor, New America, International Security

Sharon E. Burke

14:00-15:20
Panelist

Tom Middendorp

Shafqat Munir

Nicolas Regaud
Ambika
Vishwanath

President, Swiss Armed Forces’ Historical Material Foundation,

14:00-15:20

Director,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Swiss Confederation

Security (IMCCS), Kingdom of the Netherlands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Mika Kerttunen
16:00-17:20
Panelist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IRSEM), Fren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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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메리카자원안보 고문

얼스게버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이사

톰 미든도프

기후 및 안보 국제군사협의회 의장

샤프캇 무니어

방글라데시 테러리즘 연구센터장

니콜라스 르가우드

프랑스 국방전략연구소 국제개발국장

암비카 비쉬와나스

Kubernein Initiative 대표

[특별세션2]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국제협력 발전방안

Director, Kubernein Initiative, Republic of India

사회자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Center fo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Senior advisor for Pacific Foru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irector of Studies, Cyber Policy Institute,
Republic of Finland

Patryk Pawlak

Executive Officer, EUISS Brussels, European Union

Shariffah Rashidah

Senior Principal Assistant Director,

Syed Othman

National Security Council, Malaysia

Yoo In Tae

샤론 E. 버크

Directo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rench Military School

Republic of Korea
Brad Glosserman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Head, Bangladesh Centre for Terrorism Research (BCTR),

Senior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Go Myong-Hyun

김효은

토론자

Chair, International Military Council on Climate and

[Special Session2]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afe and Secure Cyberspace
Moderator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Program and Resource Security Progra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rs Gerber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입구 로비(2F)

등록 및 입장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브래드 글로서먼

태평양 포럼 아시아태평양안보 선임고문

미카 케터넌

에스토니아 사이버정책연구소 연구책임

페트리 폴락

EU 안보연구소 브뤼셀 소장

샤리파 라시다 사이드
오스만

말레이시아 국가안보회의 선임부과장

유인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6:00-17:20
토론자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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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 프로그램
Day 2 September 9 (Thu)
08:00-09:00

Registration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Entrance Foyer(2F)

Opening Ceremony

09:00-09:40

Opening Remarks

Suh Wo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Congratulatory Remarks

Josep Borrell,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European Union

Keynote Speech

Dominic Raab, First Secretary of State and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Moderator

Panelis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Park Jae-min

Vice Minist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John Delu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roness Goldie

Minister of State, Ministry of Defenc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Yevgeny Ilyin

First Deputy Chief of Ma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Ministry of Defence, Russian Federation

Jia Qingguo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People’s Republic of China

Nakamitsu Izumi

High Representative for Disarmament Affairs, United Nations

James Steinber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Affairs, and
Law at Syracuse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입구 로비(2F)

개회식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개회사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축사

조셉 보렐,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기조연설

도미닉 라브, 영국외무장관

09:00-09:40

[본회의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군비 통제
사회자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재민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바로네스 골디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

예브게니 일린

러시아 국방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지아칭궈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나카미츠 이즈미

UN 군축고위대표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 국제관계 및 법학 교수

10:00-12:00
토론자

12:10-13:20

오찬

[특별대담] 서울안보대화 10주년: 다자협력의 성과와 전망

Moon Chung-in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anelist

Gareth Evans

Distinguished Honorary Professor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mmonwealth of Australia

Moderator

16:00-17:20
Panelist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Moderator

[Special Session 3]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for Peaceful and Responsible Use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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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입장

Luncheon

[Special Dialogue]
The 10th Anniversary of Seoul Defense Dialogue:
Achievements and Prospect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14:00-15:20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Chun Chaesung

10:00-12:00

08:00-09:00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Plenary Session1]
Advanc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Role of Arms Control

12:10-13:20

Day 2 9월 9일 (목)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사회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토론자

가렛 에반스

호주국립대학교 명예교수

14:00-15:20

[특별세션3]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안보협력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장

필립 아킬리아스

프랑스 파리 11대학 국제법 교수

카린 클레이스

EU 대외관계청 우주특별대사

로빈 가이스

UN 군축 연구소 소장

Director,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ted Nations

데이비드 A. 카프로우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법 교수

David A. Koplow

Professor, Center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Law at Georgetown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카이-우베 쉴로글

국제우주법연구소 (IISL) 이사장

Kai-Uwe Schrogl

President,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Federal Republic of Germany

Jung Yung-Jin

Head of Policy Team,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hilippe Achilleas

Professor, Jean Monnet Faculty (Law, Economics and Management) at
Université Paris-Saclay, The French Republic

Carine Claeys

Special Envoy for Spac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uropean Union

Robin Geiss

사회자

16:00-17:20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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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 프로그램
Day 3
12:30-13:30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Entrance Foyer(2F)

Registration

[Plenary Session2]
Regional Stability in Rapidly Changing Global Security Environment
Moderator

13:30-15:00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Peter Jennings

Executive Director,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Commonwealth of Australia

Nguyen Vu Tung

Ambassador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o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14

등록 및 입장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입구 로비(2F)

[본회의2]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 지역 안정성 모색
사회자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피터 제닝스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원장

응우옌 부 퉁

주한 베트남 대사

마친 오치에파

폴란드 국방부 차관

샤오위안밍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13:30-15:00
토론자

Deputy Minister -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Poland

욥 바이난스

네덜란드 국방부 정책개발국장

Shao Yuanming

Deputy Chief, Joint Staff Department of China’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야마토 타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Joep Wijnands

Director-General of Policy, Ministry of Defenc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BC

TBC

Yamato Taro

Deputy Director-General for Defense Policy, Ministry of Defense, Japan

TBC

TB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Oh Youngju

President,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Republic of Korea

Johannes Backus

Director Directorate A, Health Care Planning, Control and
Management, Bundeswehr Medical Service Headquarter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Jennifer Cole

Associate Fellow,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Kim Yunta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public of Korea

David Maizlish

Head of Missio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Paraskevi Michou

Director General for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European Union

Closing Ceremony

[본회의3] 글로벌 보건위기와 민군관계 발전
사회자

Panelist

17:20-17:35

12:30-13:30

9월 10일 (금)

Marcin Ociepa

[Plenary Session3]
Global Public Health Crises and Development of Civil-Military Relations

15:30-17:00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Lee Jae-Seung

Panelist

Moderator

Day 3

September 10 (Fri)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요하네스 바쿠스

독일 연방군 의무지원본부 보건계획·통제·관리 국장

제니퍼 콜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데이비드 메이즐리쉬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파라스케비 미초우

EU 시민보호 및 인도지원국 국장

15:30-17:00
토론자

17:20-17:35

폐회식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Grand Hyatt Seoul Grand Ball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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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1 I 본회의 1
Advanc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Role of Arms Control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군비 통제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미･ 중 전략경쟁 격화 등 녹록하지 않은 대내외 여건이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
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특히 2021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외교적 접근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In order to attain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government has steadily pursue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 peace mechanism that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risk of war on the
peninsula. This mechanism has contributed to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security goals of attaining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February 2018, followed by three inter-Korean summits in April, May, and September 2018, as well as the US-North Korea summit in June 2018 have ushered in a new environment conduciv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by signing “The Inter-Korean

이에 따라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상 제약사항과 동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세 축 사이의 상호 추동
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또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역할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다.

Moderator [한국]

Panelist [한국]

Chun Chaesung
전재성

Park Jae-min
박재민
Vice Minist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strategic competition, have slowed dow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spite of thes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dverse developments, including complica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resulted in a military clash,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the two Koreas
agreed on an action plan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nd to implement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there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a “Korean Peninsula without war.”
However, certain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ntensification of US-China

leading to more stability on the peninsula than ever before. Recently, there have been positive signs that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ill receive a significant boost as showcased during the ROK-US summit in

Panelist [한국]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Panelist [영국]

John Delury
존 델러리

Baroness Goldie
바로네스 골디

stacles to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further analyze the challenges that stand in the way of th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nister of State, Ministry of Defenc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In particular, this session will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

Washington in May 2021, when the two leaders declared that their diplomatic approaches to North Korea will be
based fundamentally on the Singapore Summit Joint Statement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This session aims to review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dentify ob-

rean Peninsula,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It will also analyze
how peace can be attained through the mutual interactions among these three sectors. Lastly, the session will
discuss the rol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establish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
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킨 동 프로세스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국가안보 목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2018년 4월·5월·9월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가시화되었다. 아울러,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
의서｣ 의 채택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 실천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전쟁 없는 한반도’의 토대가 마
련되었다.

Panelist [러시아]

Panelist [중국]

Yevgeny Ilyin
예브게니 일린

Jia Qingguo
지아칭궈

First Deputy Chief of Ma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Ministry of Defence, Russian Federation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People’s Republic
of China

러시아 국방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Panelist [UN]

Panelist [미국]

Nakamitsu Izumi
나카미츠 이즈미

James Steinberg
제임스 스타인버그

High Representative for Disarmament
Affairs, United Nations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Affairs, and Law at Syracuse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 군축고위대표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 국제관계 및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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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2 I 본회의 2
Regional Stability in Rapidly Changing Global Security Environment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 지역 안정성 모색

이러한 국제안보환경 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안보위협 중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식별하고, 협력의 영역
을 확대하여 역내 안정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요국가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상 안보전략･ 정책
을 논의하고, 이러한 전략 및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Asia-Pacific countries are currently faced with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maritime and territorial disputes, as well as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yberattacks,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In addition, intensifying US-China competition has only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Asia Pacific.
US-China competition has been seen in a number of areas including trade, technology, foreign policy, and military
affairs—all of which have significantly impacte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clearest manifestation of
this competition is the clash between the US’ Indo Pacific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initiative of the Quad—whose members include the US, India, Japan, and Australia—can be seen as a result of
two interworking factor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Asia-Pacific region.
Recently,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have begun formulating their

Moderator [한국]

Panelist [호주]

Lee Jae-Seung
이재승

Peter Jennings
피터 제닝스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Executive Director,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Commonwealth of Australia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원장

own independent Indo-Pacific strategies after recognizing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is region. It means that
the political and security significance and the role of this region are growing. Moreover, the appearance of new
actors in this region are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to deal with existing competi-

Panelist [베트남]

Panelist [폴란드]

Nguyen Vu Tung
응우옌 부 퉁

Marcin Ociepa
마친 오치에파

order to strengthen regional stability. This session aims to discuss the major countries’ security strategies and

Ambassador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o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Deputy Minister -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Poland

policies toward the Asia-Pacific, and analyze their impact o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This session will

주한 베트남 대사

폴란드 국방부 차관

tions.
Given today’s global security environment,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identify areas of cooperation to deal with common security threats and to expand these areas of cooperation in

discuss ways to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midst deepening US-China competition.

Panelist [중국]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해양영토분쟁, 국경분쟁 등 전통적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위협, 코로나 팬데믹, 기후
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무역, 기술, 외교,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간 전략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

Panelist [네덜란드]

Shao Yuanming
샤오위안밍

Joep Wijnands
욥 바이난스

Deputy Chief, Joint Staff Department
of China’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Director-General of Policy, Ministry of
Defence, Kingdom of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국방부 정책개발국장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와 관련된 이슈는 미·중 전략경쟁과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위치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
하고,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인도·태평양지역이 중요한 전략 공간으로 강조
되며, 이들 지역의 정치-안보적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역내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은 기존 경쟁 구
도에서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Panelist [일본]
Yamato Taro
야마토 타로
Deputy Director-General for Defense
Policy, Ministry of Defense, Japan

Panelist [미국]
TBC

TB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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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3 I 본회의 3
Global Public Health Crises and Development of Civil-Military Relations
글로벌 보건위기와 민군관계 발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민군관계와 군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
를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위기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서 협력적 민군관계도 구상할 수 있다. 더불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군의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 주
도의 글로벌 보건협력을 통해 국가 간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해 본다.

COVID-19 has become a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to the lives and wellbeing of people across borders. Governments, civil societies as well as militaries have worked tirelessly to deal with this pandemic.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military has assisted with the screening and prevention measures of the infectious disease, the provision of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and the safe and timely delivery of vaccines. Militaries in other countries
have taken up similar roles.
With the modern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expanding comprehensively, the military’s responsibilities now
include not only national defense but also working with governments and civil organizations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and to promote national development by operating in various non-military domains such as disaster
relief, peacekeeping operations, among many others. The recent pandemic spurred armed forces to include responding to global public health crises among its other supporting roles.
The recent pandemic has also shed light on the growing importance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global public health crises. The COVID-19 pandemic taught us that a systemic response, in accordance with

Moderator [한국]

Panelist [독일]

Oh Youngju
오영주

Johannes Backus
요하네스 바쿠스

President,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Republic of Korea

Director Directorate A, Health Care Planning,
Control and Management, Bundeswehr
Medical Service Headquarter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독일 연방군 의무지원본부 보건계획·통제·관리 국장

Panelist [영국]

Panelist [한국]

Jennifer Cole
제니퍼 콜

Kim Yuntae
김윤태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public of Korea

il-military relationships and the military’s identity will evolve. Based on this discussion, we can then envision a

Associate Fellow,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operative civil-military relationship in dealing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global public health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부연구위원

promptly established countermeasures in the initial phase of a pandemic, is critical and only possible when underpinned by civil-military cooperation.
At this juncture of COVID-19 still rampant in the world, a discussion needs to take place on how traditional civ-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cris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dealing with global public health crises, it is
essential to discuss the military’s contributions to global public health security. This session will also explore ways
to build confidence among countries through military-led cooperation on global public health.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 민간, 군은 모든 역량
을 결집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군은 코로나19 관련 검역 및 방역 지원, 군의료인력 및 시설 지원, 백신
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여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영역에서 군의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Panelist [ICRC]

Panelist [EU]

David Maizlish
데이비드 메이즐리쉬

Paraskevi Michou
파라스케비 미초우

Head of Missio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Director General for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European Union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EU 시민보호 및 인도지원국 국장

오늘날 국가안보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군은 전통적 임무인 국가방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가이익을 수호하
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영역과 협조하여 재난･ 재해구호 활동,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은 군의 지원 활동에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대응도 추가시켰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서 민관군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
이 글로벌 보건위기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고, 이는 민관군의 협력관계가 기
초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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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1 I 특별세션 1
Security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and Military Responses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

기후변화와 밀접히 결합된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군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촉발된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군의 인도주의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재난재
해의 규모와 빈도를 증폭시킴에 따라 이러한 위기상황 대응에 있어서 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발생하
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난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교류,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등 군 차원의 국제적 협력

As described by UN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Climate disruption is a crisis amplifier and multiplier”

가능성을 논의해 본다.

that “exacerbates the risks of instability and conflict,” the accelerating impact of climate change is quickly emerging as a new security threat. Floods, droughts, and abnormal temperatures are impacting how militaries conduct
drills and manage their facilities. Moreover, climate change has led to growing numbers of refugees and deterioration of food security, which have exacerbated existing conflicts and disputes in certain regions.
Based on the conviction that climate change impacts national security, major military powers have begun to
analyze the factors behind the Earth’s environmental changes, and formulate multi-facete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During this process, there have been efforts in the national defense realm to reduce reliance on fossil
fuels by focusing on new sources of energy. This special session aims to analyze the impact that climate change
has on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nd discuss efforts by the military to maintain carbon neutrality.
Climate change has worsened food and water shortages, and has led to increased number of climate refugees
who are forced to cross borders. As tensions over climate refugees remain unabated and the competition i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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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y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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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스 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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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미든도프

Lastly, this session will discuss the humanitarian responses that the military could take during disasters caused

President, Swiss Armed Forces’ Historical
Material Foundation, Director,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Swiss Confederation

Chair, International Military Council on
Climate and Security (IMCCS),
Kingdom of the Netherlands

by climate change. As climate change amplifies the scale and frequency of global disasters, the military’s role in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이사

기후 및 안보 국제군사협의회 의장

sifies over scarce resources such as food and housing,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affected
countr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types of conflicts that ar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nd
discuss how militaries could manage and prevent such conflicts from taking place.

responding to these disasters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session will involve discussions about the possibilities of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shar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to deal with disasters
more effectively, and capacity-buil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to deal with climate disasters.

‘기후변화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증폭제’라는 안토니오 쿠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
장의 발언처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홍수, 가뭄, 이상기온 등은 각국의 군사작전
수행 및 군사시설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촉발된 난민의 증가, 식량안보 위기 등은 이미 안보 긴장이 높은
지역에 갈등과 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주요 군사 대국들은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지구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기
후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과정에서 국방 영역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채택하여 화석 연료에 대
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특별세션 1은 기후변화가 국가안보 및 국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군의 노력 등 군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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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Directo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rench Military School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IRSEM), French Republic

방글라데시 테러리즘 연구센터장

프랑스 국방전략연구소 국제개발국장

Panelist [인도]
Ambika Vishwanath
암비카 비쉬와나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및 물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이주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국경을 넘는 기후변화 난민의 수가 증

Director, Kubernein Initiative,
Republic of India

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난민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물, 거주지 등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Kubernein Initiative 대표

해당 국가들 간 관련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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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2 I 특별세션 2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afe and Secure Cyberspace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국제협력 발전방안

국제적으로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식별해 지목하고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공개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간 공조가 강
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회복력과 억지력을 강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안정을 위한 국제법
과 국제규범 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UNGGE (정부전문가그룹)와 OEWG (개방형워킹그룹) 활동, 파리콜(Paris
Call) 등으로 이어져 다자간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국가 간, 지역 간 이해·소통을 증진하고, 오해·갈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ed interconnectivity between things and do-

등을 해소하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

mains, resulting in the expansion of cyberspace. Subsequently, cyber threats have grown in volume with diversi-

적극적으로 사이버안보 문제를 풀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논의하여 참여국의 정책적·기술적 경험·교훈을 상호 벤치마킹하

fied goals and sophisticated methods.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단계별 신뢰구축조치 논의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발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face-to-face activities have transitioned to cyber-based, contactless activities–

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생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까지 식별하고자 한다.

which drastically increased the possibilities of cyber warfare that abuses such transition and inflicts damages
tantamount to those of armed attacks. Since closer interconnectivity among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ends
to manifest in a greater scale of cyberattacks and they take place irrespective of national borders or defense,
public and civil secto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to resolve cyberattack issues as its
top priorit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engthening their respective cybersecurity capabilities while simultaneously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 to protect the borderless cyberspace and
formulate collective responses to cybersecurity challenges.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also increasingly emphasized as an effective instrument in dealing with cyber threa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rengthening state-to-state cooperation to carry out rapid response through
the identification and attribution of malicious cyber actors, and public disclosure of malware source codes. Leading countries have even begun to improve their resiliency and deterrence against cyberattacks. Sustained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tablish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for stability in cyberspace have led to
multilateral successes in the form of the UN Group of Government Experts (UN GGE), the Open Ended Working
Group (OEWG), and the Paris Call. There have also been constant efforts to improv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mong countries and regions, and to reduce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s through variou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is session aims to discuss various ways to address cybersecurity issues and, by doing so, allow par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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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원

Panelist [핀란드]

Panelist [EU]

Mika Kerttunen
미카 케터넌

Patryk Pawlak
페트리 폴락

Director of Studies, Cyber Policy Institute,
Republic of Finland

Executive Officer, EUISS Brussels,
European Union

에스토니아 사이버정책연구소 연구책임

EU 안보연구소 브뤼셀 소장

countries to share their technical experiences and policy lessons. Moreover, by seeking realistic and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step-by-step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is session
aims to formulat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find ways to operationali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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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또한 증가하여 목적도 다양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활동

Senior Principal Assistant Director,
National Security Council, Malaysia

이 사이버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무력공격 수준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전의

말레이시아 국가안보회의 선임부과장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물과 영역이 연결되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이버 위

가능성도 급증하였다.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정치·경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대형화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방·공공·
민간 영역의 구분 없이 초국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국경 없는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나아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역시 강
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26

27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Special Session 3 I 특별세션 3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for Peaceful and Responsible Use of Space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안보협력
Traditional space superpowers, private companies, and even middle powers are all joining the space race, complex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ecurity competition is intensifying in the space domain. Consequently, the
space security environment is now facing a paradigm shift.
The space domain,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dominated by governments, is witnessing the arrival of private
actors. Major changes in the domain include the commercialization of space assets such as reusable space
launch vehicles and space internet. Moreover, government and military reliance on commercial technologies is
growing by the day. Space super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expanding the scope of military operations into the space domain by establishing space forces, conducting operations to protect its space systems,
and developing weapons that can destroy adversary space assets. As a result, concerns over the peaceful use
of space are increasing.
The commercialization and militarization of space have led to new concerns regarding space debris, which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sustainable and safe activities in space. As dual-use technologies, such as those intended
to remove space debris, can als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against hostile space assets to destroy or to push
it out of orbital trajectory,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sustainable space development and the transparent use of space technolog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hile these issue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s that govern activities in the domain have been ineffectual in regulating the military and
commercial use of space. Even though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has
realized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regime of space norms and standards, and has begun the discussion
on the legal framework to address new forms of space activities and dangers,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matter is yet to emerg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nergize discussions between regions and groups with similar approach to space
in conjunction with UN-led multilateral efforts. It is also important for countries in the Asia Pacific, which are fast
becoming important actors in space, to discuss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오늘날 전통적 우주 강국은 물론 민간 기업, 중견국들까지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함에 따라 우주 공간에서 복합적인 지
정학-지경학적 안보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주 안보환경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독점 영역이었던 우주 공간에 최근 민간 기업들이 우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재사용 우주발사체, 우주 인터넷 등 우
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이다. 아울러, 군, 정부의 민간우주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증
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강대국들은 우주군 창설 및 자국의 우주 자산의 보호 및 적대국의 우주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우주 무기개발을 추진하는 등 우주 공간을 군사작전의 주요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
려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우주 활동의 안전·안보·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험 및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국
제 우주법 체계는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민간 우주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
라 유엔 COPUOS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는 이에 관한 국제규범의 흠결을 인식하고 새로운 유형의 우주 활동 및 위험을 다루기
위한 법제도 정립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유엔 중심의 다자 논의와 동시에 지역 및 유사 입장 그룹 간 협력논의를 활성화하여 우주 안보 국제규범 정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경쟁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
의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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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 대학교 국제법 교수

아울러, 우주 공간의 상업화, 군사화와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는 우주 쓰레기 문제이다. 우주 쓰레기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우주 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타국의 우주 자산을 파괴하거나 궤도
를 이탈시키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주 개발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한 기술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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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ialogue I 특별대담
The 10th Anniversary of Seoul Defense Dialogue: Achievements and Prospect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서울안보대화 10주년: 다자협력의 성과와 전망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안보대화(이하 SDD)는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다
자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왔다.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SDD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안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실질적인 안보 토론과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해왔다.
또한, SDD는 재난대응,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에너지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이슈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왔다. 최근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SDD는 이러한 안보 현실을 빠르게 반영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

Northeast Asia has been in the limelight of global security thanks to coexisting conflicts and tensions stemming
fro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uclear threats, territorial disputes, historical animosity, diverging national interests, and competition between major powers. Even though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uch engagement has not led to robust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SDD가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다자안보 대화체로서 굳건히 자리잡은 현재, SDD의 10년간 개최성과와 의의를 분석하
고, SDD가 지역 다자안보 대화체를 넘어 글로벌 다자안보 대화체로서 도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So far, nuclear negotiations and other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have been centered on bilateral negotiations. However, bilateral approaches have had limited sustainability and have failed to obliterate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ASEAN Regional Forum (ARF)
and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ave not been able to address the unique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greater depth.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2, Seoul Defense Dialogue has sought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nd to discuss measures to strengthen mult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multilater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establishing sustainable

Moderator [한국]

Panelist [호주]

Moon Chung-in
문정인

Gareth Evans
가렛 에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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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mmonwealth of Australia

세종연구소 이사장

호주국립대학교 명예교수

peace in the region, Seoul Defense Dialogue has invited defense officials and security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to engage in practical discussions on security matters and avenues of cooperation.
Seoul Defense Dialogue has expanded the thematic range to include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disaster relief, cybersecurity, terrorism, and energy security.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one individual
country to deal with the array of security threats in today’s security environment. Seoul Defense Dialogue quickly
reflects the reality of security environment and looks to come up with policy prescription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Seoul Defense Dialogue firmly established as a stage for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that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necessary to assess SDD’s achievements and their significance over the past
ten years, and to suggest ways for SDD to evolve from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to a global one.

동북아시아 지역은 핵 위협, 영토분쟁, 역사적 적대감, 국가 간 이해관계 차이, 강대국 간 경쟁 등으로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여
글로벌 안보의 핵심지역이 되어왔다. 역내 경제 협력을 비롯한 국가 간 상호 의존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교
류가 굳건한 정치 및 안보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그간 한반도 핵 협상 등 안보문제는 양자 간 합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양자주의에 기초한 해법은 지속가능성 측
면에서 한계를 보였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타파하지 못했다. 한편, 아세안지역 안보 포럼
(ARF),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등 공식적인 다자 협의체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
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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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and Military Response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

Presentation Summary I 발제 요약문

Sharon E. Burke
샤론 E. 버크
Senior Advisor, New America,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and Resource Security Progra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ey Topics of Discussion

뉴아메리카자원안보 고문

· Impact of climate change 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 Appropriate military responses to conflicts and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 Possibilities of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i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Ultimately, climate security means having a climate that is favorable to human societies
and the ecosystems that sustain them. Humanity has enjoyed favorable climate security for

· 기후변화가 국방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out 10,000 years and flourished. Unfortunately, the industrialization that has enabled

· 기후변화로 촉발된 분쟁 및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군의 대응 방향 모색

the most significant growth is sowing the seeds of a very insecure climate future, with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 군사협력 가능성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Climate and other environmental degradation concerns are not generally a directly causal
element in war, at least not in the near term. A prolonged drought, for example, will a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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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lead to conflict has the potential to reshape not just regional stability in obvious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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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e, climate change is causing significant ice melt, opening up an entirely new sea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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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some of the most advanced, best armed societies in the world. Even non-littoral

Ambika Vishwan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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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suffered a record of 50 disasters that cost one billion U.S. dollars or more. 2021 is on track

샤론 E. 버크

뉴아메리카자원안보 고문

to break even that record, with unprecedented heat, wildfires, floods, and storms. A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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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productivity, which in turn affects incomes, food prices, and human health,

Kim Hyoeun

which in turn can drive people to leave their homes or take to the streets. Maybe that’s a
local problem, or maybe it aggregates into large-scale political instability or crosses borders
in the form of armed groups or desperate refugees or militaries looking to gain resources or
distract a domestic constituency from its misery. Note that this increase in the friction that
such as the Sahel region of Africa, but also geopolitical stability. In the Arctic region, for exand unlocking access to natural resources. This is all generating tensions among the littoral
states, such as China, have been preparing for a more active far north presence.
There is a wealth of evidence that climate conditions are worsening. In 2020, the world

conflict,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conflict is less direct and harder to
prove at this point, but poor or counterproductive responses to environmental challenges
appear to be contributing to social unrest, conflict, and human displacement in the Horn of
Africa, Sahelian Africa,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merica.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at this point on these complex dynamics, how they work, and the best way to prevent
conflict from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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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other, related defense impacts, as well. The demand for military assistance for humanitarian and disaster

기후 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2020년 한해 동안 세계적으로 50회의 재난이 발생

relief is increasing, for example, which will place demands on force structure and possibly mean an opportunity

했고, 이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됐다. 2021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염과

cost for combat readiness. Climate change and other environmental degradation are re-shaping the operating

산불, 홍수, 폭풍이 발생했다. 기후 변화와 분쟁 간의 상관 관계는 명확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는 증명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environment, ranging from high heat for ground forces and equipment to more aerosols in the air affecting optics

분명한 것은 환경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동아프리카의 북동부와 사헬지대, 중남미와 중동 등 세계 각 지역에서

and lasers to volatile weather degrading military installations and training ranges and damaging equipment.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 나아가 비자발적 이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분쟁 간 복잡한

Nations can protect and promote their climate security in many ways. First, they can place more emphasis on resil-

역학관계, 그리고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ence and prevention, rather than just post-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Defense organizations could contribute
to better analysis of risk factors by incorporating climate models into wargaming, modeling and simulation, and
other ways militaries anticipate the future. Militaries can cut their own carbon footprints, including by investing in
R&D for next generation mobility. That makes sense not just for climate security, but also for the changing character of war, with unmanned systems,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factors. Defense organizations should

한편 기후변화가 국방 영역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인도주의 및 재난 구호에 대한 군사적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역으로 전투 준비에 대한 기회 비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는 군사 작전의 수행 환경을 변화
시키고 있다. 폭염은 지상 병력과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대기중 에어로졸의 증가는 광학 및 레이저 장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날씨는 훈련 범위를 축소시키고 군사시설과 장비를 손상시킨다.

increase their capacity for disaster response and improve their planning for these events, including the ways in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 안보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먼저, 국가들은 사후 조치 또는 복구에 초점을

which they interact with civilian organizations.

두는 대신,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기후 악화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국방 기관들은 기후모델을 기동 및

The truth is, however, that there is only so much militaries can do to adapt to a changing climate if civilian govern-

전쟁모의 훈련에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다가올 위험 요소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ments fail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Unabated climate change inescapably will mean more global instability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차세대 수송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nd conflict as soon as mid century, and no country will be immune to this. As major industrial nations, the most

이는 기후 안보를 위해서 뿐 아니라, 로봇, 인공지능 등 무인 전투 시스템이 도입되어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고려할 때, 적절한

important measure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an take to promote climate security is to cut green-

대응이 될 것이다. 국방 기관들은 민간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재난 대비 계획 및 대응 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house gas emissions.

하지만 민간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이 실패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멈추지 않는 기후 변화는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불안정성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며,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안보란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와 생태계에 우호적인 기후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는 지난 만년 동안 안정적인

분쟁과 불안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기후 안보 증진을 위해 주요 산업 국가인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후환경 속에서 번영해왔다. 인류의 번영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산업화는 역설적이게도 기후환경의 미래를 매우 불안정하게

중요한 조치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기후환경은 국가 안보와 국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전쟁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안보에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뭄의 장기화는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소득,
식료품 가격,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거주지를 떠나거나 거리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파급효과는 지역 차원의 문제로 머무를 수 있지만, 무장 단체, 난민, 자원을 획득하거나 참혹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자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군조직의 출현의 형태로 국경을 넘어서는 대규모 정치 불안정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된 분쟁 가능성은, 지역 안정성 뿐 아니라 지정학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극심한 사막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헬 지대에서의 분쟁이 일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극의 경우, 기후 변화는 상당한 수준의
빙하를 녹이면서 새로운 해로를 노출한다. 뿐 만 아니라, 빙하 속에 묻혀 있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천연
자원의 선점을 위한 고도로 무장된 연안 국가들 간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비연안 국가들 또한
북극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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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at background, the Swiss Armed Forces are focussing on supporting civilian authorities in the manage-

President, Swiss Armed Forces’ Historical Material Foundation, Director,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Swiss Confederation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이사

ment and prevention of disasters in our country or in the border area of neighboring states. Support for disaster
relief on a global level is supported by Swiss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however only at the request of and directed
by specialists of the Swiss MFA. As the disaster relief “portfolio” in Switzerland has been important already for quite
some time, a specialized service within the engineer’s corps – the rescue forces - within the army has been beefed
up in the last 30 years for these kinds of operations particularly. Today, the rescue forces have by far more units that
the engineers and are state-of-the-art equipped.
Switzerland has been very active in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saster relief, particularly to-

Security Threat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ubsequent Military Responses: A Swiss
Perspective

gether with our neighbors, particularly close with Germany and Austria. NATO’s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
continues to be another platform for active cooperation. In all these activities sharing and exchanging of information down to hands-on experience on the ground is a very important part of it. On a more global level, Swiss

Though a tangible fact for quite some time, the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in terms

military specialists together with MFA’s Disaster Relief Unit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UNOCHA operations and

of relevance and impact is varying considerably. This holds true also in Switzerland even

exercises also in order to building capacities in countries heavily affected by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terms

thoug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limate change affected our country particularly again

of strategy or legislation advice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security issues, the Geneva Centre for Security

in this summer 2021.

Governance (DCAF) is offering support on a global scale.

Nevertheless, climate change is an ever-increasing issue in this year’s security policy report

The Swiss Armed Forces are by no means exempt from meeting targets. Just recently, the Swiss Minister of De-

of the government. It recognizes security implications particularly with the melting of gla-

fence reiterated the target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for 2050. By 2030 it should be reduced by 50%. In the

ciers with the decline of permafrost, flooding, droughts, forest fires, and other disasters

Swiss case, there are hardly any restrictions in publicizing the armed forces’ carbon footprint. Currently, out of the

related to increasingly extreme weather situations.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migration

total MoD footprint, air traffic accounts for more than 50%, whereas ground traffic is at 24%. Though still on a

flow as a consequence of climate change or conflict in heavily affected parts of the planet

comparatively modest level, improvements towards the 2050 target have been achieved. Increased simulation

might affect Switzerland also with regard to security. Furthermore, an ever-increasing pop-

training allows a reduction of fuel consumption as well an improvement of the training; jet pilot candidate training

ulation density and climate change-related new vectors of diseases or health problems are

on turbo-prop PC-21 saves costs, reduces fuel consumption to one-ninth and pollutant emissions to one-tenth in

likely to affect security-relevant implications without a direct impact on the armed forces,

total, etc.

at least at a first glimpse.
Given the overarching national target in combatting climate change of achieving carbon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also concerning security is huge. Although moderate successes have been
achieved, a lot remains to be tackled yet.

neutrality in 2050, securing energy security throughout this period and beyond is considered probably the most important element particularly also for the armed forces. Civilian
and military operations in handling or even preventing these kinds of disasters are only
feasible with sufficient energy available, at home as abroad.

기후 변화로 인한 안보 위협과 군의 대응: 스위스 관점
기후 변화의 중대성과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해 왔다. 2021년 여름, 기후

Military procurement and operations planners all over the world are increasingly taking

변화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스위스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차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차에도

climate change as an important trigger for the armed forces into account. Sometimes these

불구하고,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정부가 발간한 안보정책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는

requirements are coming into direct competition with necessities stemming from robust

중점적으로 조명되며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보고서는 해빙으로 인한 영구 동토 면적의 감소, 홍수, 가뭄, 산불을

military operations e.g. classical national defense or robust peacekeeping. In Switzerland,

비롯한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기후 변화 또는 기후 변화 피해

this has been so far not been a big issue as disaster relief capabilities have been highly ac-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이주민의 유출은 스위스의 안보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cepted by politics in contrast to military peacekeeping options abroad.

지속해서 높아지는 인구 밀도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새로운 매개체 출현, 그리고 보건 문제들은 일견 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안보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2050
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이 국가가 설정한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감안할 때, 이 목표가 성취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 걸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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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 Gerber
얼스 게버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안보 확보는 군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앞서 열거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민-군 임무 합동

전 세계의 군수 물품 조달 및 작전 기획자들은 군사작전 투입에 있어서 기후 변화 상황을 점차 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기존 군의 임무 수행 범위가 전통적인 국방과 평화 유지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기후 변화 관련 상황에

Nicolas Regaud
니콜라스 르가우드

군의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해당 문제가 아직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해외의

Directo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rench Military School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IRSEM), French Republic

전통적인 군의 평화 유지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군의 재난 구호 활동 필요성이 스위스 정치권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

프랑스 국방전략연구소 국제개발국장

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위스군은 국내 및 국경 지대에서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재난구호 대응에도 스위스군이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 재난구호 지원활동은 외교부

The accelerating impact of climate change is quickly emerging as a new security threat.

측 전문가의 직접적인 요청에 있을 때 한해서 이루어진다. 스위스에서는 재난구호 대응 “포트폴리오”가 오래전부터 중요히

What is the biggest impact of climate change on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여겨져 왔고, 지난 30년 동안 특히 이런 종류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공병단 내 전문화된 구조 병력이 증강되었다. 오늘날 스위스의
구조 부대는 공병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Climate change is not a threat in the traditional sense, because it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his is what differentiates risk and threat. Climate change is a major risk that amplifies

스위스는 재해 대응에 있어 인접국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긴밀한 국제군사 협력을 진행해왔다. NATO의 평화를

the risks and threats. All countries are concerned, but the most fragile and least resilient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 PfP)은 협력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countries will unfortunately be the most affected. The major impact of climate change is

활동에서 현장 경험 공유를 포함하는 정보 교환은 매우 중요하다. 더 국제적 수준에서, 스위스 군 전문가들은 외교부 내

therefore to increasingly affect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the most fragile countries, which

조직화된 재난구조팀과 함께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OCHA)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

will affect regional balances and consequently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프로젝트에서 스위스군은 기후 변화에 심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제네바 보안 거버넌스
센터(Geneva Centre for Security Governance; DCAF)는 기후 변화와 연관된 안보 문제에 대한 전략 및 법률 자문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Some countries risk their very existence, notably the small island states of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Sea-level rise will lead to the displacement of millions of people, thus
affecting the socio-political balances of their country and possibly those of neighboring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스위스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스위스 국방부 장관은 이 목표를 다시금

countries. Natural disasters, of increasing intensity and number, will increasingly affect all

강조했으며,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50%까지 감소할 것을 약속했다. 스위스에서는 군의 탄소 배출량 공시에 대한 규제가

countries, leading the armed forces to devote more and more resources to the protection

거의 없다시피 하다. 최근 전체 국방부 탄소 배출량의 50% 이상은 항공교통 부문에서 비롯되었으며, 지상 교통 부문의

of the national interests (people, territory, and resources) and HADR operations.

탄소 배출량은 24%를 차지했다. 여전히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멀었지만, 205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확대된 시뮬레이션 훈련은 연료 소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훈련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터보프롭 PC-21
훈련기를 활용한 제트 조종사 후보의 훈련은 비용 절감 효과를 내며, 연료 소비를 1/9로 감소시키고,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Representative cases of conflicts and disasters in each country that are closely related to

1/10 감소시킨다.

climate change? How can the military manage and prevent such a situation? How can we

기후변화는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foster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to deal with these disasters? (e.g. shar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capacity-building by developing countries)
The causes of conflicts are generally multifactorial and it is illusory to seek in climate change
the new paradigm of 21st century’s conflict. There has not been - or at least not yet - an
armed conflict whose major cause is climate-related. But we must prevent such scenario
from happening, which is essentially a diplomatic task.
Below these extreme cases, climate change is an additional or amplifying element of traditional conflict factors, such as power rivalries, ethno-religious tensions, state fragility, etc.
Thus, in the Sahel,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favor the recruitment of armed terrorist
groups insofar as it increases tensions over scarce resources, land, and water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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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의 성공 여부는 국내외로부터 충분한 에너지 확보에 달려있다.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only rational response commensurate with the challenges. It is developing in HADR

기후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각국의 분쟁 및 재난재해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군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operations - as illustrated by the Singapore HRCC - in civil-military cooperation, as illustrated by the Pacific Envi-

예방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군 차원의 국제적 협력방안 (정보 교류,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등)은 무엇이 있을까?

ject that should receive more attention and generate cooperation, particularly within the framework of ARF and
ADMM-Plus. France put this question on the agenda of the IONS meeting in Reunion island last June, where the

일반적으로 분쟁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21세기 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후변화에서 찾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아직은 기후 관련 문제가 무력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conclusions of a joint study conducted by France and Australia on the security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in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이 동반되어야 한다.

the Indian Ocean were presen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ADR matters should develop in the region in the

기후변화는 세력 다툼, 인종-종교 갈등, 국가 부실 등과 같은 전통적 분쟁 요인들을 가중하거나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

years to come.

예로, 아프리카 사헬 지대에서의 기후변화는 이 지역의 희소 자원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무장 테러 단체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Since militaries are frequently exempt from publicly reporting their carbon footprint for security reasons, tracking

국제협력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제협력은 발전하고 있다. 싱가포르 HRCC

the total amount of the armed forces’ greenhouse-gas emissions is a big challenge. In this situation, What can be

(Humanitarian Response Coordination Center) 예시된 바와 같이,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호 작전(HADR)에서의 국제

done by the militar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협력은 증진되고 있다. 또한 십년 전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에서 시작된 태평양 환경 안보 포럼(Pacific

The military must contribute to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long the two paths outlined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Forum)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민군 협력 또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협력은 아직 발전의 여지가

community, that of adaptation and mitigation. Much can be done in the latter area, especially when it comes to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별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reducing the carbon footprint of support, infrastructure & logistics. It is then a question of renovating energy-inten-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Plus)의 틀 안에서의 국제협력의 활성화가

sive installations, developing renewable energies,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better managing waste. Much

필요하다. 프랑스는 지난 6월 레위니옹섬에서 열린 인도양 해군 심포지엄 (Indian Ocean Naval Symposium, IONS)에서

has been done in this area, particularly in Europe and France, which has been implementing a sustainable defense

이 문제를 회의 주제로 상정하였다. 특별히, 이 심포지엄에서 프랑스와 호주는 인도양 기후 변화에 따른 안보 영향에 대한

development strategy since 2012.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호 작전(HADR)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앞으로도

R&D efforts must continue to reduce the fossil fuel consumption of combat platforms, but this will take longer,

지역적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ven as the military increasingly benefits from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civilian field. A defense energy strategy was adopted in 2020 by the French MoD, which sets the course and concrete objectives in this area. This is an
effort that must be led at not only the national but also international level, as illustrated by the EU Climate Change

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탄소 발자국을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추적하는

& Defense Roadmap adopted in January 2021 and the NATO Climate Change & Security Action Plan adopted last

것은 난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June.

군은 국제 사회가 제시한 “적응”과 “경감”이라는 두 가지 노선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 “경감”의 관점에서
군은 지원, 기반 시설, 물류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집약적 설비의 보수,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가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국방 및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적대적 의도가 없이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험과 위협의 차이다.
기후변화는 위험과 위협을 가중하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회복력이 약한 국가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취약 국가의 안정성과 안보에
점차 더 큰 위협을 가하게 되고, 이는 지역 균형과 국제 안보와 평화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생 에너지 개발, 환경 보호와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군의 역할도 기대된다. 이 분야에서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과 프랑스가 2012년부터 지속 가능한 국방 개발 전략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군은 전투 현장에서의 화석 연료 소비 감소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민간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에
도움을 받더라도 이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프랑스 국방부는 화석 연료 소비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담은 국방 에너지 전략을 수립했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에 채택된
EU 기후 변화와 국방 로드맵과 지난 6월에 채택된 NATO 기후 변화와 안보 계획(NATO Climate Change & Security Action
Plan)과 같이 국제적 차원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 단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의해 국가 생존에 위협받는다. 해수면 상승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해당 국가와 주변국의 사회, 정치 불안정을 초래한다.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군대는 더 많은 자원을 국가 이익(국민, 영토, 그리고 자원)을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호(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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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mental Security Forum initiated by Indopacom ten years ago. But a lot remains to be done and this is a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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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is no longer an issue to be dealt with later, the findings from the latest IPCC report underscores
this and demands greater attention. It is no longer simply about delayed monsoons or heavier rains, drought, cyclones or frequent floods that scientists and environmentalists or the development community need to deal with.
It is about food and energy security, resources, health challenges, resilient cities and the right to a better future for

Director, Kubernein Initiative, Republic of India

all, with better governance, policy making and finance. The cascad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become a threat

Kubernein Initiative 대표

multiplier creating conditions that can be exploited by both state and non-state actors. What was once termed as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ften considered only the domain of social scientists, needs to become everyday parlance, with research and understanding in all aspects of policy making, even traditional hard security and
military spaces. It is time that climate studies become a much more integrated part of military studies. It is estimated

One of the direct links between climate change and security is the scarcity of resources

that 1 degree Celsius temperature increase could lead to more than 50%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conflict in

and lack of access. Not only does a lack of access lead to domestic inequalities, widen-

places that are already experiencing drought conditions or other variabilities in food or health security. In many of

ing socio-economic gaps within urban areas and accelerated movement between rural

these cases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an aid in better disaster management and mitiga-

and urban spaces, it can also lead to cross-border tensions or exacerbate existing conflicts.

tions efforts, as was seen during the 2004 Indian Ocean Tsunami, recent glacial lake bursts in the Himalayan region

Temperature extremes, sea level rise, changing precipitation patterns also create harsher

or evacuations efforts during other extreme weather events.

conditions for military and security missions and test the resilience of infrastructure and
capabilities.

NATO has published its Climate Change and Security Action Plan, endorsed earlier in March 2021, which outlines
the development of measures and goal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military. It’s a start, but it

Water is often termed as the resource that will lead to conflict, and while there have been

is not only about emissions or mitigation. The entire supply chain, procurement processes, decommissioning of

more instances of cooperation than conflict over shared waters in the last few decades,

equipment, better waste management, actions at sea or at foreign bases all need to be further studied and exam-

water often becomes a tool or a by-product of other existing causes of conflict. When we

ined from a climate and environment lens. Adaptation efforts can also be introduced in resilience preparedness,

bring climate change into the mix, where an already precious, misused resource becomes

planning and installations and through innovation, training and disaster response. The UK Ministry of Defence has

even more valued, the threats are heightened. We saw this in Syria, with dams and water

also brought out a blueprint for military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other promising start in this regard. Not

installations being used as a weapon by both the ISIS forces and the government; in 2017

only must these efforts be scaled up by countries that have been some of the largest and highest global polluters

when China withheld monsoon related data despite an agreement during the Doklam

and emitters, best practices also can be adopted by other countries to ensure that we don’t repeat this cycle.

stand-off; and when India was accused of unauthorised restriction of water from a dam
by Pakistan in 2020.
Globally we have also seen a steady increase in climate refugees, leading to internal and
institutional strife, as seen in Yemen or Southern Iraq; or external conflict; and even varying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지방과 도시간 이주 가속화 뿐 아니라 국가간 긴장을 초래하고, 현존하는 분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forms of backlash and negative repercussions as has been witnessed in host nations. Unex-

극단적 온도 변화, 해수면 상승과 강수 패턴의 변화와 같은 기후 변화는 군사 안보 임무 수행에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고, 기반

pected extreme weather events or EWE’s, often caused by changes in climate and weather

시설과 역량의 회복성을 시험한다.

patterns have caused and will continue to compromise military infrastructure and assets,

물은 종종 갈등을 초래하는 자원으로 여겨진다. 지난 몇 세기 동안에는 수자원에 대한 갈등보다는 협력의 예가 더 많았지만,

especially those along the coast and at sea. The 2014 Cyclone Hudhud on the east coast,
cost the Indian Navy over $300 million in damage. With the increase in cyclones in the
west coast of India, not previously a cyclone prone region and increasing severity of storms
seen in the Bay of Bengal, countries around this region will need to take these events into
account to safeguard personnel, bases an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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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안보의 직접적인 연결점은 자원 부족과 접근성 부족에 있다. 자원의 접근성 부족은 국가내 불평등, 도시간

물은 여전히 다른 갈등의 원인 또는 산물이 되곤 한다. 이미 희소성이 짙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는 희소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위협을 가중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국제적으로 목격해 왔다. 가령 시리아에서
ISIS와 정부 양측이 댐과 수리 시설을 무기로 사용한 사례; 2017년 중국이 Doklam stand-off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기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 2020년 인도가 허가되지 않은 수(水)제한으로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소된 사례가 대표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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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2 I 특별세션 2
또한, 국제적으로 기후 난민의 지속적인 증가도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다. 예멘과 남부 이라크에서 목격된 것처럼 기후 난민의
파급효과로 이어졌다. 보통 기후와 날씨 패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극단적 기상 악화 혹은 EWE (Energy
Water and Environment) 시스템의 변화는 해안에 위치한 군사적 시설과 자산에 집중적 손상을 야기해 왔고, 앞으로도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afe and Secure Cyberspace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국제협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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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국가 내외부적 갈등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 난민의 증가는 난민 수용 국가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반발 및 부정적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네팔과 인도의 동해안을 덮친 사이클론 허드허드는 인도 해군으로 하여금 약 $3억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와

Key Topics of Discussion

같은 피해를 교훈 삼아, 과거 사이클론 위험 지역이 아니었던 인도 서쪽 해안가의 사이클론 발생 빈도의 증가와 벵갈만 지역

·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in cybersecurity caused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에서의 강한 태풍의 발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 근접국들은 군 인력과 부대 시설 및 자산을 보호함에 있어 극심한

· Efforts to build confidence among countries and regions in areas of national defense as well
a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기후 변화 발생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리포트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연된 우기나

· Explore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ways to improve international cooperation
·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안보 환경의 동향과 전망

폭우, 가뭄, 사이클론, 혹은 잦은 태풍은 더 이상 단순히 과학자와 환경학자 혹은 지역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 국방·공공·민간 분야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노력

이것은 식량과 에너지 안보, 자원, 공공 의료, 도시의 회복력에 관한 문제이며, 더 좋은 거버넌스와 정책수립, 그리고 재원이

·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 발전방안 모색

동반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문제이다. 계속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악용당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면서 가중적인 위협이 된다. 과거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명명되어 사회 과학자들만의 영역으로 간주
되었던 이 분야는, 이제 정책 결정의 모든 측면에서 연구와 이해가 증진되어, 전통적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도 일상적으로
Go Myong-Hyun

Senior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enter fo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Republic of Korea

쓰나미,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호 붕괴, 또는 또 다른 극심한 기상 악화로 야기된 상황에서의 대피 임무 노력에서 확인할 수

Brad Glosserman

Senior advisor for Pacific Foru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있듯이 국제적 군사 협력과 협조는 더 나은 재난관리와 피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Mika Kerttunen

Director of Studies, Cyber Policy Institute, Republic of Finland

Patryk Pawlak

Executive Officer, EUISS Brussels, European Union

공급 사슬, 조달 과정, 장비의 해체, 더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해양 군사 활동과 국외 기지 활동 등이 기후와 환경의 관점에서

Shariffah Rashidah
Syed Othman

Senior Principal Assistant Director, National Security Council, Malaysia

더 많이 연구되고 조사되어야 한다. 적응 노력은 회복력 준비와,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필요하며, 혁신과 훈련 그리고 재난

Yoo In Ta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 포럼 아시아태평양안보 선임고문

미카 케터넌

에스토니아 사이버정책연구소 연구책임

페트리 폴락

EU 안보연구소 브뤼셀 소장

샤리파 라시다 사이드
오스만

말레이시아 국가안보회의 선임부과장

유인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뭄, 식량 부족, 보건 위협 등의 문제에 직면한 지역의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하면, 분쟁 발발의 확률이

Moderator

5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후 연구도 군사학의 일부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2004년 인도양

NATO는 2021년 3월에 승인된 기후 변화와 안보 실행 계획을 최근에 발표하였다. 이 실행 계획은 군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Panelist

줄이기 위한 방안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단순히 배기가스 감소와 완화 방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전체

대응을 통해 가능하다. 최근 영국 국방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군의 적응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군의 노력은 세계 최대 공해유발 국가들과 배기가스 방출 국가들에 의해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기후변화를 가속

사회자

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에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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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problems of cyberspace cannot be separated from general, traditional, off-line security situations.

Director of Studies, Cyber Policy Institute, Republic of Finland
에스토니아 사이버정책연구소 연구책임

Old issues between old and known rivalries and dyads trigger cyber measures and cyber measures are used to
create effects in old domains.
Great powers by default are the ones who do not adapt, or want to adapt, to the environment but want to shape
and change it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The rest of us are not in position to force them to cooperate. We can
try to facilitate, encourage and create opportunities of cooperation. Four measures come to my mind: 1)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n obligation of effort clearly expressed in the UN Charter (#2(3)) which we should promote over operational law and operational practice and hype of responses, let’s become responsible in the deepest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cooperation, disagreement persists between countries emphasizing sovereignty and those advocat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s on cyber
disputes, typically law of war. How can we close this chasm of disagreement? How can we
close the gap of disagreement on the status of sovereignty?
Indeed, the status of sovereignty in cyberspace has been heavily debated and disputed.

sense rather than response-able 2) we can manifest responsibility by deliberately and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eleven recommendations for norms the 2015 UN GGE agreed upon 3) we should also develop and implement
confidence-building measure for cyberspace and not settle only for transparency and communicative measure but
to construct restrictive measures which can rein conflictual and escalatory cyber activities and operations, finally
4) cybersecurity and cyber stability starts at home – let’s become providers and not consumers of security and
cybersecurity.

Based on my exposure to global, regional and bilateral cyber diplomacy, I would argue that
1) the dispute is more of the balance between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
and how the latter are to be set- than sovereignty itself 2) the dispute predates and exceed

사이버 안보 협력은 사이버 분쟁에 대한 국제법, 대표적으로 전쟁법 적용을 추진하는 국가들과 반대로 주권을 강조하는

cyber affairs -linked to allegations of unilateralism, even post-colonial sentiments and hege-

국가들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mony where American post-Cold War expeditionism, the demise and hardening of Russia,
and the rise of China all fuel this debate, and 3) sovereignty is not uniformly understood or
perceived in the like-minded camp, either -for many it is a rule, for few, a principle. In sum,

사이버 공간에서 주권의 지위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글로벌, 지역, 그리고 양자 사이버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해당 논쟁은 주권 자체보다는 ‘주권’과 ‘국제적 의무’ 사이에서의 균형과, ‘국제적 의무’의

the question of sovereignty can not be separated from high politics and the question of

설정 방식에 대한 것이고 2) 이 논쟁은 일방주의, 미국의 탈냉전 탐험, 러시아의 쇠락,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탈식민주의 정

world order; it cannot be solved by cyber trickery (disappointing news to some).

서(Post-Colonial sentiments)와 헤게모니를 포함하는 일방주의 주장(allegations of Unilateralism)과 관련된 각종 사이버

What to do about it? As debates of sovereignty v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well as
sovereignty as a rule or principle are binary tug-of-wars, repeating and hermeneutically
re-justifying one’s position cannot lead but to mutual irritation. I want to emphasize two

문제들 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3) 주권은 같은 진영에서도 동일하게 이해되거나 인식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규칙(rule)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원칙(principle)으로 여긴다. 요컨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하이폴리틱스(high
politics)와 세계질서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누군가에는 실망스러운 것이겠지만) 이는 사이버 눈속임으로

approaches. Firstly, we need better understanding of positions and language/meaning of

도 분리될 수 없다.

concepts used. In this process, we can deliberately look for and focus on our similaritie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권 대 국제적 의무에 대한 논쟁과 규칙 혹은 원칙으로서의 주권에 대한 논쟁은 쌍방 줄다리기다

rather than differences. Secondly, alongside of local, closed and camp-specific interaction,

보니 입장을 반복하고 해석학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재정당화하는 것은 상호 자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두 가지

cooperation and harmonization of legal-political views, we should exercise global, open

접근법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사용된 개념의 의미와 입장과 언어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and divers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and positions.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신중하게 찾고 집중할 수 있다. 둘째, 지역적이고 밀접한 진영 내의 상호작용, 법적, 정치적 관점의 협력과
조화와 함께 이해와 입장에 대한 글로벌하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With growing conflicts in cyberspace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 it seems ever
more real that cyber attacks are a serious security threat. Moreover, conflicts in cyberspace
are now spreading to the fields of traditional security, politics and economy. How can we
foster cooperation among great powers in cyberspace? What role could a middle power
like the ROK play to promote secure and stable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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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점이 체감되고 있다.
강대국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사이버 공간 안정을 위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은 무엇이 될 수 있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국제 문제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안보상황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지속된 국가 간
숙적관계는 사이버 조치를 사용토록 만들었고, 이러한 조치는 전통적 영역에서 효과를 거두는데 사용되었다.
강대국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적응하지 않거나 적응하고 싶지 않아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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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자 한다. 강대국 이외의 국가들은 이들 국가들에게 협력을 강요할 처지가 못된다. 그러나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다: 1) 모든 국가들이 유엔 헌장 제2조 3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에 대해 그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유엔헌장의 준수와 이행에 동참토록
하여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cooperation, disagreement persists between countries emphasizing sovereignty and those advocat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s on cyber
disputes, typically law of war. How can we close this chasm of disagreement? How can we

2) 2015년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이 도출한 규범과 관련한 11가지 권고사항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국가들이

close the gap of disagreement on the status of sovereignty?

책임을 다하도록 할 수 있다. 3) 또한, 투명성과 의사소통 수단 개발과 실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신뢰

There are issues over which Western states and authoritarian states are contentious. Inter-

구축 장치를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 규모를 확대하는 사이버 활동들을 억제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를

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is one of them. Along with the issues of the right of self-de-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 사이버 안보 및 사이버 안정성은 가정(home)에서 비롯된다. 우리 각자가 안보와 사이버

fense and countermeasures. The IHL issue involves concerns of authoritarian states over the

안보의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자.

possibility that the principle could be used against their sovereignty. This issue also was one
of the primary reasons why the fifth 2016-2017 GGE came out with no consensus report.
The 2021 OEWG outcome was of no difference. There was no mention of IHL. In addition,
the report lacked how states should specifically apply international law (IL) to cyberspace
as were previous GGE outcomes.
The six 2021 GGE report was a turn in that regard and did include the mention of IHL. It
was not that the issue was not contentious at the meeting. Detailed discussion on how to
apply IL still remains absent, however, as signified in the unresolved two track forums in the
UN Program of Action and the 2021-2025 OEWG. In any event, the inclusion of IHL in the
2021 GGE itself can be seen as progress as other contentious issues such as the need for a
new international treaty for cyberspace have faded out over the course of the last decade.
The reason that this was achieved is active diplomacy by Western states with the background of the success at the OEWG. First, thu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s among
states, diplomacy matters. In the same vein, making ‘naming and shaming’ work is also
important to put pressure on perpetrators. Second, if needed, we can hold off forming
global consensus for abstract norms and values and, instead, focus on what is concrete
and implementable locally/regionall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 and cyber(security) capacity building (CCB) at the regional level can be more fruitful in the short-term,
and later may be applied globally. Establishing local best practices of CBMs is more feasible
and potentially alleviates concerns and fears stemming from discussing abstract norms and
laws. Lastly, we can have some expectations for middle power diplomacy, including those
regarding the aforementioned points, which is to be stated more in the next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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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제 사이버공간에서의 갈등이 전통적 안보, 정치,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With growing conflicts in cyberspace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 it seems ever more real that cyber attacks

그런데 2021년 GGE에서는 IHL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며 극적인 전환을 보인다. 이는 해당 이슈가 6차 GGE에서 특별히

are a serious security threat. Moreover, conflicts in cyberspace are now spreading to the fields of traditional secu-

논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2021 GGE의 성과물도 여전히 여러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법을

rity, politics and economy. How can we foster cooperation among great powers in cyberspace? What role could a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또한 사이버안보 규범과 이행방법을 논의할 ‘행동프로그램

middle power like the ROK play to promote secure and stable cyberspace?

(PoA)’과 OEWG가 공존하는 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GGE는 IHL를 언급했다는 면에서도 진전을

First of all, I would say that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pull out any concrete cooperation between rival great
powers because many geopolitical issues are involved and because competition for global leadership is tense as the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과거 많은 논쟁 이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진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stakes are high. In addition, winning competition on cyberspace issues is crucial especially for authoritarian states

과거 GGEs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우선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첫째, 외교의 중요성이다. 또한, 전문

because winning the competition is often associated strongly with domestic political legitimacy, stability, and even

가들 간의 심도 깊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지명과 창피주기’도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합의되기까지도

regime survival.

쉽지 않지만 합의된 것이 잘 준수되지 않는다면, 국가들 간의 간극은 더 메우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만일 필요하다

That said, I would like to say that much can be expected from middle power diplomacy (MPD), which may mitigate
conflicts or bridge gaps among great powers. There are works that describe and/or propose different types of
diplomatic roles of middle powers. I would summarize them into three: broker, coalition former, and norm/best
practice proponent. The latter two roles may particularly be relevant here.

면 추상적인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잠시 보류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행
가능한 합의 사항들을 우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추상적인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합의에 수반되는 우려나 두려움도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신뢰구축조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포인트들과 연관되어 중견국들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질문과 함께 더 상론한다.

In light of the MPD role as coalition former, middle powers can create momentum to press forward in what great
powers do not necessarily have interests. One notable past example in the security domain is the Ottawa Treaty;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점이 체감되고 있다.

and recent examples from the cybersecurity domain include the 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 and

게다가 이제 사이버공간에서의 갈등이 전통적 안보, 정치,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the Christchurch Call to Action.

강대국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사이버 공간 안정을 위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은 무엇이 될 수 있나?

Next, as norm/best practice proponents, middle powers such as South Korea may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무엇보다 우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사이버공간 관련 갈등을 포함한 대립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of cybersecurity. Although being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ybersecurity discussion, Article 6, women with dis-

지정학적 사안들도 엮인 상황이며, 전 세계적 리더십을 위한 경쟁 상대와의 관계는 당연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abiliti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give us a lesson on how middle powers

때문이다. 더구나 사이버공간 이슈들은 규범이나 제도 설정에 있어서 소외될 경우, 잃을 것도 많은 사안이다. 특히 권위주의

and the global south may contribute to the norm setting. South Korea demonstrated leadership in that regard.

국가들은 경쟁에서의 승패가, 국내 정권의 정당성, 사회 안정성, 그리고 심지어 정권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ikewise, middle powers can be proponents of international best practice standards. As mentioned above, middle
powers may actively take on CBMs and CCB and establish and help disseminate best practice. Additionally, the
EU toolbox for 5G security can have implications for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make global discussion more
concrete away from abstract discussion of norms and values, and ultimately for making progress in global norm
discussion at the United Nations.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견국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중견국 외교의 여러 양태 혹은 특징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만, 본인은 중견국 외교를 특별히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개 외교, 연대 외교 그리고 규범/
모범 사례 주창자인데, 특히 뒤의 두 가지가 사이버공간 관련 강대국 간 갈등 이슈 관련해서 가장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연대 외교 혹은 연합 형성은 중견국이, 강대국이 특별히 관심이 없거나 혹은 성취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해결할 추진력을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중견국 외교의 안보 영역에서의 한 예로서 캐나다와 초국적옹호네트워크(혹은 국제시민사회)
주도의 오타와 조약(Ottawa Treaty)을 들 수 있으며, 최근의 사이버공간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와 안보를

사이버 안보 협력은 사이버 분쟁에 대한 국제법, 대표적으로 전쟁법 적용을 추진하는 국가들과 반대로 주권을 강조하는

위한 파리 요청(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이나 ‘크라이스트 쳐치 행동을 향한 요청(Christchurch Call

국가들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to Action)’ 정상회담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서방 국가들과 비서방 국가들,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 간에 사이버공간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규범/모범사례 주창자로서의 중견국 외교를 예로 들 수 있다. 비록 사이버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최근까지도 양 진영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이슈로 국제법을 둘러싼 논쟁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위권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6조와 관련한 한국과 남반구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는 중견국들의 규범 형성에서의 가능성을

대항조치와 더불어, 국제인도법(IHL)에 관한 것이다. 국제인도법의 언급 여부는 2017년의 UN정부전문가그룹(GGE)이 합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사례에서부터 사이버공간 이슈들에 대한 중견국의 규범 주창자로서의 가능성 또한 도출해 낼 수

보고서 없이 끝낼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2021 UN개방형작업반(OEWG)에서도 ‘실질보고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중견국은 CBMs이나 CCB에 적극적으로 좋은 선례들을 남기어 모범사례 주창자로서의 역할도

(substantive report)’에서 언급되지 못하고 ‘의장요약문’에만 포함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지적 기여는 장기적으로 보아 전 세계적인 규범과 가치에 대한 논의에도 기여하게 된다. 덧붙여, ‘5G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유럽연합 도구상자(EU toolbox for 5G security)’ 논의도 국제적인 사이버안보 논의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추상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논의하는 데에 수반하는 우려나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러한
행동양태가 확산 및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도 더욱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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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 Raab, First Secretary of State and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dvanc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Role of Arms Control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군비 통제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Key Topics of Discussion

조셉 보렐,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Review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examin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obstacles to the peace process

도미닉 라브, 영국외무장관

· Set out tasks to move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forward
· Seek ways to advance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hrough inter-Korean arms control

Suh Wook
서욱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환경 점검 및 제약사항 분석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 남북 군비 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모색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의 역할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 논의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과제 도출

Chun Chaesu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Park Jae-min

Vice Minist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John Delu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roness Goldie

Minister of State, Ministry of Defenc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Yevgeny Il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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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US approach to China has eroded China’s domestic support for cooperation, including working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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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iii. The US hostile approach to China has also undermined multilateral cooperation to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Without strong endorsement from China and Russia, the stakeholders (US, South

		

Korea, and Japan) cannot come up with sufficient pressures and inducements to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iv. Finally, the US approach toward China has also strengthened North Korea’s resolve to hold on to its nuclear

Korea denuclearization is more remote than ever.

weapons. North Korea sees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as a golden opportunity to

		

keep its nuclear weapons and has spared no efforts to exploit it.

b) Second, the US is in a largely inward-looking mode. Despite the Biden wi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vicious

a) North Korea appears to be determined to keep its nuclear weapons under whatever

political infighting in the US continues. Confronted with an uncooperative opposition party, the Biden

circumstances. In December 2019, in the aftermath of the failed Kim-Trump summits,

Administration has to devote most of its time and energy to get things done at home, whether it is securing

North Korea reversed its previous decision of prioritizing economic development and

Senate approval of nomination of cabinet officials, pushing its bills through in the congress to fight the pandemic,

resumed its previous policy that assigns equal importance to nuclear weapon development

revive the economy or rebuild the infrastructure. Under the circumstances, except for confronting and containing

with economic development.

China, the US has shown little willingness to commit much on foreign policy issues.

b) The US has shown little resolve to address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It still wants

c) Third,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US foreign policy priority is to counter the perceived China threat rather tha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ut so far, it has not made it a foreign policy priority and

addressing various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o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demonstrated little willingness to devote sufficient resources to deal with it.

China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the US. The Soviet threat during the cold war was largely a military

c) There is little chance for mor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pressure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Actually, the main stakeholders (China, US,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have not met to discuss ways and means to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for a number of years. China and North Korea just celebrated
the 60th anniversary of their mutual defense pact. And China and Russia are publicly
calling for lifting some sanctions to reward North Korea for refraining from conducting
another nuclear test.

security one. The Japan threat in the 1980s was largely an economic one. The China threat is both as well as
others. Therefor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found it imperative to address the so-called China threat and
rally whatever international support it can get for that purpose. Thus, following its ascent to pow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labelled the Xinjiang issue as a “genocide”, condemned China’s assertion of control over
Hong Kong as unacceptable challenge to rule of law and democracy, launched an international campaign to
suggest that China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military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to challenge China’s territorial claims, and upgraded and expanded US
relations with Taiwan at the expense of China’s sovereignty. Under the circumstances, the Biden Administration

2. How to explain this development?

is unwilling to make any compromise with China in order to secure its support to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a) First, the US hostile approach toward China has complicated international efforts at

up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d) Finally, confront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hostile approach toward China, China is losing hope for

i. The US adopted a hostile policy toward China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reconciliation with the US. Increasingly, Chinese believe that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from China

		 various reason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largely inherited it. It regards China

is similar to that of Trump, that is not just money but life( in other words, it wants not just concessions from

		

as an ideological, economic, and military threat to the US. It has engaged in demonizing

China but also its total surrender). Therefore, China is bracing itself for more conflicts and confrontation. Under

		 China, maintaining the high tariffs on Chinese exports to the US imposed during

the circumstances, the last thing it wishes to do is to help address concerns of the US, including the Nor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persuading other countries to contain China, and

nuclea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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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mining China’s sovereignty over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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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pite the leadership change in the White House earlier this year, the chance for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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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uclearization or arms control in the peninsula because to make progress on either front, China-US cooperation
is indispensable.
4. Confronted with US pressures to take sides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op
foreign policy priority is to avoid being dragged into confrontation with China. Because of geographic proximity
and huge economic stakes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a US campaign against
China presents tremendous risks with little benefits. Thus trying to stay neutral between China and the US
appears to be the current policy of South Korea at the moment.
5. In China, there is a saying: rang zidan fei yihuier (let the bullet fly for a while), meaning sometimes it is better to
wait and see before trying to do something. I think this maybe the best approach South Korea should take at

2.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a)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태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었다.
i)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대부분 계승
		

해왔고, 중국을 미국에 대한 이념적, 경제적,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령 중국을 악마화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중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타국을 설득해 중국을 견제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식이다.

ii) 미국의 이러한 대중 접근 방식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중국의 국내적 협력 지원 동기를
		

약화시켰다.

iii)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접근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도 약화시켰다.

the moment. The current state of China-US relations is not rational because, as stakeholders of the existing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주요 이해관계자인 미국, 한국, 일본의 압박은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기에

international order, China and the US share many interests in common and it does not makes sense to let

		

충분하지 않다.

confrontation define their relationship. Sooner or later they will realize that and reengage with each other.
When that happens there is a better chance for countries concerned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v)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접근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북한은 중·미 관계 악화를 핵무기를
		

보유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를 오히려 이용하려 하고 있다.

b) 둘째, 미국은 대체로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미국의 정치적 내분은

6. This of course does not mean that South Korea cannot do anything at the moment. It can urge China and the

계속되고 있다. 비협조적인 야당과 대치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내각 지명자 임명에 대한 상원의 승인이나, 팬데믹 대응,

US to calm down and engage in dialogue and negotiation. As a US ally, it can also try to remind the US that it

경제 회복, 인프라 투자를 위해 의회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is in its best interest to take a pragmatic approach to dealing with China and the US is better off in assigning

미국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 외에는 외교정책 문제에 큰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more importance to working with China on areas of shared interests while taking measures to address and
manage its differences with China.

c) 셋째,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계적 도전에 대처하기보다는 인지된 중국의 위협에 대항
하는 것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중국은 전례 없는 위협이다. 냉전시대 미국에게 소련은 주로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위협요인이었고, 1980년대 일본은 미국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위협으로 다가왔다. 현재 중국은 경제와

1. 올해 초 백악관의 리더십 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원해보인다.
a)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2019년 1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경제
개발을 우선하겠다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개했다.
b)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결의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의지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사적 위협 요인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신장 문제를 “학살”이라 규정했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비난했으며, 중국이 COVID-19 발발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선전을 강화했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작전을 재개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개입했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만과의 교류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설득을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c)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실제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중국, 미국,

d)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적대적 접근에 직면한 중국은 미국과의 화해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러시아)은 수년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설득 방안을 직접 만나 논의한 적이 없다. 북한과

중국에 바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돈 뿐만이 아니라 삶(즉, 양보가 아닌 완전한 항복)이라고 보는 중국 국민의

중국 사이에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북중우호조약)은 올해 60주년을 맞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더 많은 갈등과 대립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제사회에 제재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기여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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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 the previous analysis is true, there is not mu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do to push for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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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ialogue I 특별대담
3. 만약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군비통제 또는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중간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4. 중국과 미국 중 한 쪽의 편에 서라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대립을 최대한 피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는 것은 큰 위험만 될 뿐 이익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5. 중국에는 ‘rang zidan fei yihuier(Let the Bullets Fly, 양자탄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때로는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The 10th Anniversary of Seoul Defense Dialogue: Achievements and
Prospect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서울안보대화 10주년: 다자협력의 성과와 전망

Key Topics of Discussion

관망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한국이 취해야 할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은 현존하는

·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of Seoul Defense Dialogue over the past ten years

국제질서의 이해당사자로서 많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두 국가의 관계를 대결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미중 관계는 이성적이지 않다. 머지않아 두 국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다시 협력할 것이다. 그렇게

· Comparisons between Seoul Defense Dialogue and other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s,
and their implications

되면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SDD’s qualitative growth

6. 이는 한국 정부가 현 시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또는 중국을 설득하여 두 국가간 대화와
협상을 촉구할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중국과의 이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에게
미중 두 국가가 공통 관심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미국에게 더 유리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것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

· 서울안보대화의 10년간 개최성과 및 의의
· 타 지역 다자안보 대화체와의 비교 및 함의 도출
· 서울안보대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발전 방향

Moon Chung-in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Republic of Korea

Gareth Evans

Distinguished Honorary Professor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mmonwealth of Australia

사회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토론자

가렛 에반스

호주국립대학교 명예교수

Moderator
Pan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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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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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s – with the Track 1.5 dialogues often helping identify new agendas, and at least clarifying the scale of prob-

Gareth Evans
가렛 에반스
Distinguished Honorary Professor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mmonwealth of Australia
호주국립대학교 명예교수

lems if not necessarily contributing to solutions and Track 2 dialogues often producing analyses and policy ideas
which have fed productively into higher-level policy-making.
The yardstick against which the SDD should arguably strive to measure itself is the Shangri-la Dialogue, which has
been operating for a decade longer than the SDD, and has been very effective in promoting itself as the ‘premier’
security dialogue forum in the Asia Pacific, not only because of the high-level ministerial participation but the
sharp-edged quality of many of its debates. The SDD has done an excellent job in establishing itself, in the less than
a decade since its establishment, as a key Track 1.5 security dialogue forum, with strong governmental participa-

A number of significant multilateral dialogue forums take place every year around the region with a wholly, or very largely, geopolitical and security focus. The track I dialogue
forums are those at purely governmental level, involving ministers or senior officials or both:
the major ones are the East Asia Summit (since 2005) at the leader level, the ASEAN Regional Forum (since 1994) at ministerial level, and other annual ASEAN hosted meetings,
especially the ADMM-Plus involving defense ministers. Track 1.5 dialogue forums – those
involving a mix of senior government figures together with non-government experts – are
primarily the Shangri-la Dialogue (since 2002) in Singapore, the Xiangshan Forum (since

in participation – at least until Covid played havoc with all our meeting plans – has been dramatic. This is indeed a
forum that key policymaking players want to attend.
It may be difficult for the SDD, hos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to achieve some of the less diplomatically formal atmosphere of Shangri-la (which is hosted by the global think-tank IISS) but the effort should be
made. Dialogue forums are always most informative and stimulating when the emphasis is as much on serious
and extended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s on set-piece presentations; when session topics clearly focus on
issues on which opinion is clearly divided, or which are either new or little-explored and when keynote speakers and
panelists are encouraged to be clear and articulate about issues of difficulty.

2006) in Beijing, and this Seoul Defence Dialogue (founded in 2012). Track 2 dialogue fo-

In the present volatile regional environment,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forums seem unlikely to generate any

rums are those involving primarily non-government participants – think tanks, academics,

momentum any time soon for the establishment of formal collective defense arrangements (like NATO) or more

former high-level officials, NGOs, and sometimes business representatives – though (as at

loosely defined, but still partly militarily focused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s. Given that the present environ-

the ROK’s Jeju Forum) senior current government figures may often be involved in giving

ment, while troubling, has certainly not yet deteriorated to the point where military aggression is seen as seriously

keynote speeches or panel presentations.

likely, let alone inevitable, it may be more productive – in talking about multilateral action – to spend less time

Despite the different compositions of these forums, they have some basic aspirations in
common. Substantively, they aim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olicymaking: providing a vehicle for identifying and analyzing security problems – current, emerging, or potential - of wider than just internal national interest; for articulating different national positions and perspectives; and for finding possible common ground on solutions. In process

focusing on military responses arrangements, and much more time on the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hich
if properly understood and applied has the capacity to ensure that the need for military responses will never arise.
‘Cooperative security’ – which draws on the 1982 Palme Commission’s idea of ‘common security’ – that a state’s
security is best achieved with others, not against them –stresses, above all, the value of creating ‘habits of dialogue’
on a multilateral basis. And the Seoul Defence Dialogue is particularly well placed to advance just that objective.

terms, multilateral dialogue forums aim through direct contact – particularly if repeated

In the context of US-China strategic rivalry, while many areas of difference are currently intractable, there are still

over time -- to build mutual 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among their participants.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n those transnational public goods issues which Kofi

The impact of these forums is quite hard to measure in terms of specific, identifiable policy
outcomes. The potential impact is obviously greatest for forums conducted at the head
of government and high ministerial level, but these are often in practice disappointing:
too often less about substance than photo-opportunities, with ‘dialogue’ involving little
more than tedious set-piece speeches endorsing pre-cooked lowest-common-denominator communiqués. More robust and meaningful exchanges often take place at less exal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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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at vice-ministerial level, and with North-East Asia as its primary, though of course not only, focus. The growth

Annan used to describe as ‘problems without passports’, above all, the three great existential risks to life on this
planet as we know it – climate change, pandemics, and nuclear war. These are also the kind of issues where middle
powers like Australia and Korea have, through creative and energetic coalition-building, often made a difference
in the past, both globally and regionally, and can again. If we want a safer, saner, and more prosperous world, the
future lies not in not evermore stridently confrontational nationalism, but in cooperative and collaborative internationalism. And in that enterprise sophisticated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forums like the Seoul Defense Dialogue
again have a crucial role to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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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지정학 및 안보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중요한 다자간 대화 포럼이 해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트랙 1 (Track I)
대화체는 정부 차원의 회담으로, 장관 또는 고위급 인사 간에 이루어진다. 2005년부터 개최되어 온 지도자급 회의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199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그리고 아세안
지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연례회의 회의인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등이 대표적인 트랙 1 대화체이다.
트랙 1.5 (Track 1.5) 대화체는 정부 고위급 관료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2006년부터 열리고 있는 베이징의 샹산 포럼(Xiangshan Forum), 그리고 2012년
창설된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ce Dialogue)가 대표적인 트랙 1.5 대화체들이다. 트랙 2 (Track 2) 대화체는 비정부

오늘날의 불안정한 지역 환경 속에서, 다자안보 대화체가 가까운 미래에 NATO와 같은 공식적인 집단 방위협의체 또는
조금은 느슨하지만, 여전히 군사적 성격을 띤 집단안보협의체 수립을 위한 모멘텀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보 상황이 군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사적 대응에 집중하기보다 다자적 행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일 것이다. 다자 안보의 개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수립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이 적절하게 이해되고 적용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1982년 Palme 위원회의 `공동 안전 보장`개념에 근거한 `협력 안보’는 한 국가의 안보가
타국과 대립할 때가 아닌, 협력할 때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여러 국가 간에 ‘대화의 습관(habits of
dialogue)’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서울안보대화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특히 적합한 대화체라 볼 수 있다.

인사들로 구성된다. 주로 싱크탱크, 학계, 전직 고위급 관료, 재계 인사, NGO 소속의 전문가들이 트랙 2 대화체에 참여한다.

현존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지역 국가들은 많은 영역에서 협력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코피 아난이 ‘여권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주포럼(Jeju Forum)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랙 2 대화체에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하거나,

(passport) 없는 문제’라고 표현했던 초국가적 공공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다자간 안보 협력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패널로 참석해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 전염병의 확산, 그리고 핵전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이다. 이 영역에서의 다자간

상기 대화체들은 비록 참석자의 구성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 목적이 있다. 이들 대화체는 최근 부상하고 있거나
잠재적 안보 이슈들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각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국가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입장과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국가들이 위협
대응에 있어서 공동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또한,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상기 다자 대화체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참가자들 간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지역 연합을 공고화하기 위한 호주나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과거 중견국들의 역할은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 역할은 미래에도 유효하다. 우리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공격적이고 대립적인
국가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국제주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정교한 다자안보대화 포럼으로 성장한 서울안보포럼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화체의 성과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수반, 고위 장관급 대화체가 가지는 잠재적 영향력은
분명 크겠으나, 정책적 결과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트랙 1 대화체는 많은 경우 실망스럽다. 고위급 회담의 경우 회의 주제보다는
사진 촬영에 중점을 두고, ‘대화’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만을 반영해 미리 준비된 담화문을 지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짙다. 오히려 정책적 함의를 갖는 더 의미 있는 교류는 비고위급 수준에서 이루어지곤 한다. 트랙 1.5 대화체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접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분석 및 정책 아이디어가 트랙 2 대화체에서 논의되곤 한다.
서울안보대화의 자체적 평가를 위해서는 서울안보대화보다 10년 이상 오래 운영되어 온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화체는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의 높은 참여뿐 아니라, 예리하고 질 높은 수준의
토론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대화포럼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높였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안보대화는
차관급 정부 관료의 높은 참여와 동북아시아에 중점을 둔 토론을 특화함으로써, 지역 내 주요한 트랙 1.5 안보대화체로 그
존재감을 높여왔다. 코로나19의 확산 전까지 서울안보대화의 성장세는 놀라운 수준이었으며, 지금은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을 희망하는 수준 높은 포럼으로 성장했다.
정부 기관인 국방부가 주최하는 서울안보대화가 글로벌 민간 싱크탱크 IISS가 주관하는 샹그릴라(Shangri-la) 대화처럼
덜 외교적 분위기를 구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 대화 포럼은 기성 형식의 발제뿐 아니라 참석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진지하고 확장된 상호교류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 유익성과 효과가 극대화된다. 회의 주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각 세션의 주제가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명확하게 나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 또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일 때, 의미 있는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조 연설자와 패널리스트가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도록 독려 될 때, 포럼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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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 안보 협력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for Peaceful and Responsible Use of Space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안보협력

Presentation Summary I 발제 요약문

Robin Geiss
로빈 가이스
Day 1 September 8 (Wed)

Special Session3 I 특별세션3

Director,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ted Nations

Key Topics of Discussion

UN 군축 연구소 소장

· Characteristics of and changes in the space security environment
· Multilateral efforts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 space domain
·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peaceful use of space,
centered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

The What, Why and How of space security for a peaceful space domain
Space technology is essential for many aspects of human life in the 21st century, and its relevance has continued to increase with each passing year, as space systems enable services

· 우주 안보환경의 변화 및 특징 분석

without which life on Earth as we know it would not be possible, such as communications,

· 우주 공간에서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다자적 노력
·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자안보협력 방안 모색(국제규범 형성을 중심으로)

navigation, weather forecasting,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disaster response.
Space assets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in a myriad of ways. In fact,
they greatly contribute to achieving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Objectives such as ending hunger (SDG 2), enabling access to clean water (SDG 6), or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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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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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Policy Team,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Republic of Korea

combatti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SDG 13) can be made easier thanks to satellite

Philippe Achilleas

Professor, Jean Monnet Faculty (Law, Economics and Management) at
Université Paris-Saclay, The French Republic

weather forecasting. Furthermore, communications satellites can provide high-speed in-

Carine Claeys

Special Envoy for Spac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uropean Union

in reaching goals such as good health and well-being (SDG 3), quality education (SDG 4)

Robin Geiss

Director,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ted Nations

David A. Koplow

Professor, Center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Law at Georgetown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light of the importance that outer space holds for humankind, it is essential that it be

Kai-Uwe Schrogl

President,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eaceful purposes, and existing treaties, such as the 1967 Outer Space Treaty, have con-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장

the risk of conflict in space.

필립 아킬리아스

프랑스 파리 11대학 국제법 교수

Yet peace in space, and space security are not guaranteed despite the existence of these

카린 클레이스

EU 대외관계청 우주특별대사

로빈 가이스

UN 군축 연구소 소장

concerns for many. The use of ASATs, even if only in the context of testing, is particularly

데이비드 A. 카프로우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법 교수

concerning as it creates new forms of risk to space infrastructure. The destruction, damage,

카이-우베 쉴로글

국제우주법연구소 (IISL) 이사장

imagery, which can be used to monitor the state of crops, or reservoir water levels, or
ternet connectivity allowing people all over the world to access information, which can aid
and gender equality (SDG 5).

kept a peaceful domain. States have long sought to ensure that outer space is used only for
tributed to safety and security in space and on Earth, but as technology advances so does

mechanisms.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doctrines for conducting fighting in
space,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even testing of counterspace technology, has raised

or incapacitation of space systems, even if temporary, could have serious reverb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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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n Earth for militaries and civilians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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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ng an Arms Race in Outer Space”, or PAROS, has been the guiding paradigm for space security talks over

우주가 인류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주는 평화로운 영역으로 계속 남아야 할 것이다. 각국은 오랫동안 우주공간이

the last four decades at the United Nations, but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all that time on new, formally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1967년 우주조약 등 기존 조약은 우주 및 지구의

agreed standards to ensure space security. The abovementioned recent developments and the stagnation of the

안전과 안전에 공헌해 왔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 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PAROS dialogue serve to highlight that space technology advances far faster than policy, which can make regulating it difficult, and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uncertainty and heightening geopolitical tensions.

그러나 이런 메커니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와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주에서의 전투
수행에 대한 교리의 발전은 물론이며, 대(對)우주기술의 개발과 시험 등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위성무기

“Preventing an Arms Race in Outer Space”, or PAROS, has been the guiding paradigm for space security talks over
the last four decades at the United Nations, but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all that time on new, formally
agreed standards to ensure space security. The abovementioned recent developments and the stagnation of the

(ASATs)의 사용은 실험 목저으로만 사용되어도 우주 기반 시설에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우주
시스템의 파괴, 손상 또는 무력화는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군대와 민간인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ROS dialogue serve to highlight that space technology advances far faster than policy, which can make regulat-

외기권 군비경쟁방지 논의(Prevention of Arms Race in Outer Space; PAROS)는 지난 40년 동안 유엔 우주 안보 관련

ing it difficult, and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uncertainty and heightening geopolitical tensions.

대화의 지침으로 기능했지만, 최근의 우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 합의 기준에 대한 합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상기

The futur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bleak, however. The weaponization of space is not inevitable. States

언급된 최근의 발전과 PAROS의 정체는 정책이 우주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규제상 불확실성을 높이고

continue to make proposals to address threats to space security, having suggested the use of both legally binding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instruments (such as the Sino-Russian PPWT), and non-binding mechanisms (like the EU Code of Conduct). The

그러나 우주의 미래가 반드시 암울하리라는 법은 없다. 우주공간의 무기화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법적 구속력이

most recent proposal is UNGA Resolution 75/36 on “Reducing space threats through norms, rules and principles

있는 기구(예: 중러 주도의 우주무기금지협약)과 구속력이 없는 메커니즘(예: EU 행동강령)을 모두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of responsible behaviours”. Whether or not the goals of this Resolution are achieved is yet to be seen, however,
the submissions made by 31 States (and 9 non-State actors) to the SG Report on this topic reflect, to some extent,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including concern for space debris and the effects of the use of ASATs.
Space security cannot be achieved by States alone. Non-governmental space actors, such as the commercial industry, should be given a voice in the effort to keep space peaceful, secure and sustainable. Their technical know-how
and practical experience, acquired as a result of their day-to-day space operations and activities, can provide a
valuable perspective as States seek to agree on measures to govern activities and behaviour in outer space.
Considering humanity’s shared interests in spa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key to achieving space security. The

우주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제안은 유엔총회 결의안 75/36호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 규칙 및 원칙을 통해 우주공간 위협 감소”로, 결의안의 목표가 달성될지는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31개 국가 및
9개 비국가 활동 단체가 제출한 SG 보고서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SG Report)의 내용은 우주 쓰레기와 위성
무기 사용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우주안보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우주를 평화롭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상공업 등
비정부 우주주체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우주 작전과 활동을 통해 얻은 그들의 기술적 노하우와 실제
경험은 각국이 우주에서의 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고자 할 때 중요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alternative leads to a bleak and undesirable future of conflict in space with potentially disastrous consequences on

우주에 대한 인류의 공통된 관심을 고려하면 우주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Earth. As such, it is essential that all actors work together to ensure a peaceful, secure and sustainable outer space

지구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주 분쟁의 어두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주체가 협력하여 평화롭고

domain.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평화적 우주 공간을 위한 우주 안보: 대상, 목적, 그리고 방법
우주항공기술은 21세기 인간의 삶에 여러 측면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통신, 항법, 일기예보, 환경 모니터링,
재난 대응과 같은 우주시스템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며 매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주 자산은 여러가지 면에서 세계를 보다 좋은 장소로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다. 실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아 종식 (SDG 2), 깨끗한 물 이용가능성 (SDG 6),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대응
(SDG 13)과 같은 목표는 위성 사진을 통해 농작물의 상태, 저수지 수위, 또는 일기 예보를 확인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고,
통신위성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SDG 3), 양질의 교육 (SDG 4), 양성 평등 (SDG 5)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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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lockage is all the more important because the threats to the space regime are accelerating. As additional
countries pursue space control activities, developing diverse anti-satellite capabilities and creating new units in their
national security structures devoted to military space, there is a greater need for legal restraints against incipient
arms races, and even armed conflict, in space.

Professor, Center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Law at Georgetown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법 교수

Major space superpowers including the UK,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ave identified artificial satellites as a
core of their military strength; they are monitoring space objects including space debris for protecting the space
assets. Considering that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is gain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monitoring

As the security environment involving space is now facing a paradigm shift, the current

space objects, how can the public-military-private sectors efficiently cooperate in the Space Situational Awareness

international space laws that govern space activities have been criticized as ineffectual in

area?

regulating the military and commercial use of space. What are the main issues in shaping
new international space norms and standards? How is the progress?
In the early days of the Space Age, international law succeeded in creating new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at a remarkably rapid rate. Within only ten years after the orbiting of
Sputnik, the world had already concluded the Outer Space Treaty, which sets forth the basic “constitutional” rules for the safe, secure, and sustainabl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Within only a decade after that, the world had concluded three more treaties that provided

SSA (or Space Domain Awareness) is a critical function for space. Greater information about small, fast-flying objects in space is important for avoiding collisions, detecting natural hazards, and deterring hostile actions. As the
population in space increases dramatically, the importance of adequate monitoring will increase.
Future efforts at space traffic management will depend upon effective SSA.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the
anticipated surge in private satellites, improved monitoring capabilities will be required, and improved mechanism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otification will have to be established.

additional, necessary legal infrastructure for space operations. This speed of articulation of

Dual-use spacecraft can pose special problems for the regime. Improved capabilities and cooperation in monitor-

new international law rules is dramatic and unusual – ordinarily, international law develops

ing potentially-threatening actions can help preserv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space domain and ensure

at a very slow pace, as seen in the decades or centuries required for establishing the inter-

that hostile actions can be reliably identified and attributed.

national regime applicable to land, sea, and air.

I am interested in the possibility of reviving the idea of some sort of International Satellite Monitoring Agency,

However, the international law-making process for space essentially broke down after the

which would be a new treaty-bas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owered to develop, own, and operate space-

1970s. We have not seen the establishment of major new treaties, despite the enormous

craft to monitor potentially threatening military activities on Earth or in space, and to share the data swiftly and

growth of human activity in space. There have been several important non-legally-binding

securely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This institution could provide a global, authoritative, unbiased avenue for

rules; several proposals for new space treaties; and several space-related legal rules. But

effective monitoring of space and the other domains.

there has not been international agreement on major new treaties – and nothing that has
come very close to achieving international consensus.
In addition, the usual law-making institutions that the world has come to rely upon for
articulating new legally-binding rules have failed.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for
example, has been essentially paralyzed for more than two decades, unable to make any
progress on any space arms control accords. The U.N. General Assembly has sponsored
useful Groups of Governmental Experts on space, and has adopted important non-legally-binding annual resolutions regarding space, but has not been able to initiate treaty negotiations.

우주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우주 관련 국제규범이 최근의 다양한 우주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운 우주안보 규범 형성에 있어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논의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
우주시대 초기, 우주탐사와 사용에 관한 새로운 협정과 양해각서들이 국제법의 테두리에서 빠르게 수립되었다. 결과적으로
스푸트니크 발사 10년이 안되는 시점에, 세계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탐사와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헌법상의 규칙들을
포함하는 우주조약을 체결했다. 이후로 10년 사이, 세계는 우주 개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세개의 조약을 추가
적으로 체결했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의 발전은 육해공 영토를 아울러 적용 가능한 국제레짐 구축이 함께 요구됨에 따라 통상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우주탐사와 사용에 관한 국제법과 규칙이 명료화 되는 속도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우주탐사와 사용에 관한 국제입법 과정은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우주공간에서의 인간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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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지닌 국제 조약은 새롭게 제정되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한 국제적인 협정이 부재하며, 국제적 합의 도출에 근접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칙들을 제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적 입법기관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Kai-Uwe Schrogl
카이-우베 쉴로글

으로 군축회의(The Conference on Disarmament)는 20년 이상 우주 군비통제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President,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 UN 총회는 우주 분야 전문가 그룹(Groups of Governmental Experts, GGE)을 후원해왔고, 법적

국제우주법연구소 (IISL)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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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규칙과 새로운 우주 조약을 위한 제안 그리고 우주 관련 법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우주 조약 체결을

구속력은 없으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우주 관련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왔지만, 여전히 우주 조약 교섭을 개시하는데 실패했다.
우주레짐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의 제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위성 공격 능력을 개발하고, 우주 안보를 전담하는 군 부대를 신설하여 국가 안보 구조에 편입시키면서
우주 통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 공간에서의 국가간 초기 군비 경쟁 및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Kai-Uwe Schrogl, President,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IISL)
As the security environment involving space is now facing a paradigm shift,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s that govern space activities have been criticized as ineffectual in
regulating the military and commercial use of space. What are the main issues in shaping

현재 미 우주군을 포함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우주강대국들은 인공위성을 핵심 전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new international space norms and standards? How is the progress?

위해 우주쓰레기 등을 포함한 우주물체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물체 감시를 위한 ‘우주상황인식(SSA,Space

International space law, as developed during the 1960s and 1970s is neither ineffectual

Situational Awareness)’ 협력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민관군이 효율적으로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 협력

nor obsolete. To the contrary, the basic principles and norms established in these treaties

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

(freedom of use of outer space, non-appropriation of space, stat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우주상황인식(Space Domain Awareness, SSA)은 우주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별히, 우주 공간에서의 소형화
그리고 고속화된 비행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습득은 충돌 방지, 자연재해의 감지, 적대적 행위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중요
하다. 더불어, 우주 공간 내에서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적한 감시체계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효과적인
우주상황인식은 성공적인 우주 운항 관제 시스템 정착에 기반이 될 수 있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감시 능력이 요구되고, 보다 나은 국제협력과 통지 메커니즘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양용 우주선은 우주 레짐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잠재적 위협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확대는 우주 공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나아가, 적대적 행위의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sharing of space benefits, due reg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bove all the peaceful
uses) have been governing and should further govern the use of outer space. Actors shall
be more strongly reminded to respect these binding principles and norms, which are to the
benefit of all.
Three areas indeed require additional regulation: a) the private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and the global space economy, b) the responsible and sustainable use of outer space
and c)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ll based on the existing principles and norms.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약에 기반한 국제위성감시기구의 창설은 우주 공간에서의 잠재적 군사 위협 활동을 효과적으로

For the peaceful uses, the aim has to be to establish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모니터링하고, 참여국간 정보를 안전하고 빠르게 공유케 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주선 개발과 소유 및 운영의 권한을

Measures (TCBM)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rules for responsible behaviour. A key

부여 받고 활동하는 이 기구가 우주와 지구 영역에서의 잠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공정한 방안을 제공하는

element for this is the introduction of Space Traffic Management (STM) as the establish-

글로벌 권위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ment of norms and rules to regulate the behaviour in outer space under the aspect of guaranteeing safe and secure operations for all actors in outer space. The Legal Subcommittee
of UNCOPUOS has already put STM on its agenda thus providing the forum for intergovernmental discussions, which can be based on a growing set of studies and preparatory
work done by governments or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as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Astronautics (IAA)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II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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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space superpowers including the UK,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ave identified artificial satellites as a

평화적 사용을 위해서는, 우주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지침을 수립함과 더불어 투명신뢰구축조치(Transparency and

core of their military strength; they are monitoring space objects including space debris for protecting the spac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CBM)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공간 내 모든 행위자들의 안전을 보장

assets. Considering that this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is increasingly im-

할 수 있도록 이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우주교통관제(Space Traffic Management; STM)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portant for safeguarding space operations, what would be the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public-private co-

UN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COPUOS) 내 소위원회는 이미

operation in this area?

STM을 안건으로 하는 정부간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와 IAA, IISL 과 같은 비정부기구에서 후속

Practically all military forces are today using space services for their operations. This makes the space assets at the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same time growingly important and also targets for adversaries. It has to be avoided that this perception leads
to a spiralling security dilemma in outer space. Taking lessons from terrestrial arms control is a suitable option to
establish TCBMs (see above).
The basis for all transparency in outer space is the knowledge about the activities undertaken and the operations
of space objects at any given time. The capacities for achieving this situational awareness are however, extremely

현재 미 우주군을 포함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우주강대국들은 인공위성을 핵심 전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우주쓰레기 등을 포함한 우주물체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물체 감시를 위한 ‘우주상황인식(SSA,Space
Situational Awareness)’ 협력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민관군이 효율적으로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 협력

unevenly distributed, since only a handful of states possess the necessary installations and technical capabilities.

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

Safety and security in outer space should consequently be based on an internationally shared and organised situa-

사실상 모든 국가가 우주 자산을 군사 작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주 자산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tional awareness, which would not only provide the basis for safe and responsible behaviour but also of identifying

동시에 우주 자산이 적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우주공간의 군사화가 우주에서의 안보 딜레마로도

and handling situations of critical or ambiguous character. The perspectives for the dominating actors in this field

연결될 것이라는 비관은 지양해야 한다. 지상에서의 군비통제와 같이 TCBMs을 정립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to share their information in this respect are, however, rather low.
The basic approach to overcome the dilemma is to establish STM (see above), which would set rules for behaviour
together with implementation, supervisory and maybe even enforcement mechanisms in addition to rules for
information sharing. While this will be a governmental task, the private sector can contribute through their own
information gathering (today already done by the Space Data Association of the large GSO Satcom operators).
In addition, operators of privately-owned space objects might be required to provide i.a. positioning data to the

우주 공간에서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주 물체의 운행과 작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소수의 국가들만이 우주 상황 인식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자산을 가지고
있다. 우주 공간의 안전과 보안은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조직적으로 공유된 우주 상황 인식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안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거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주요 우주 강국들은 정보 공유에 대한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internationally organized SSA under an international STM regime. There will additionally arise further growing op-

이와 같은 딜레마 극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우주교통관제(STM)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주교통관제는

portunities for the private sector to offer commercial services around STM/SSA as conjunction analysis or collision

정보 공유 외에도 우주 모니터링 등 다양한 행동 규칙의 기반이 될 것이다. 우주교통관제는 비록 정부 영역에 속하지만 민간

avoidance.

부문은 오늘날 이미 대형 GSO 위성통신 운영자들이 주도하는 우주 데이터 협회(Space Data Association)의 정보 수집
역할을 참고하여 기여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민간 측의 우주 자산 소유자들도 우주 교통 관제 시스템 하에서는 우주 상황 인식을

우주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우주 관련 국제규범이 최근의 다양한 우주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운 우주안보 규범 형성에 있어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논의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

위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우주 교통 관제 시스템이 확립된다면, 민간 부문이 연계 분석 또는 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1960-70년대 만들어진 국제 우주법이 크게 시대에 뒤쳐져 있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조약이 다루고
있는 우주 이용의 자유, 우주의 비전유(독점금지) , 국가의 책임과 의무, 우주 이익의 공유 등과 관련한 모든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원칙 및 규범들은 향후에도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은 이러한 구속력 있는 규칙 및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3개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규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a) 우주의 (상업적) 사용과 국제 우주 경제,
b) 외기권의 지속가능한 사용 c) 외기권의 평화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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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2 I 본회의 2

Regional Stability in Rapidly Changing Global Security Environment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 지역 안정성 모색

Presentation Summary I 발제 요약문

Peter Jennings
피터 제닝스
Executive Director,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Commonwealth of Australia

Key Topics of Discussion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원장

· Discuss security-related strategies and policies among the major actors tha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Analyz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 the Asia-Pacific
· Seek areas of cooperation to secure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1. What are th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at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commonly face, and in which areas would cooperation be possible?
Can a joint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 아시아･ 태평양 지역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안보전략･ 정책 논의

I would rank the four biggest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s follows:

·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분석
·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정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i. The PRC’s threat to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based on disrup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eeking to dominate the Indo-Pacific region, and imposing a
subservient, second-order status on other countries.
ii. The security impact of climate change on resource pressures, access to water and

Lee Jae-Seung
Peter Jennings

Executive Director,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Commonwealth of Australia

Nguyen Vu Tung

Ambassador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o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Marcin Ociepa

Deputy Minister -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Poland

Shao Yuanming

Deputy Chief, Joint Staff Department of China’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resents the biggest challenge over the next decad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will

Joep Wijnands

Director-General of Policy, Ministry of Defenc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existing world order.

Yamato Taro

Deputy Director-General for Defense Policy, Ministry of Defense, Japan

In the case of the PRC, we are starting to see pa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sh

TBC

TB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ck. A recent common response from NATO, the EU and many Indo-Pacific countries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naming the PRC as a malign cyber actor shows a mounting shared concern about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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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ly I think we will see the emergence of ad-hoc groupings of countrie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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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 common interests are engaged. The Quad i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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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in and exacerbating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iii. The DPRK’s challenge to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isk this creates for
		 conventional conflict, and for use of WMDs.
iv. Non-conventional threats such as recurring pandemics, threats from violent
		 extremism, and dislocations in the current economic order.
Without dismissing the seriousness of the DPRK situation, my judgement is that the PRC
potentially be the most disruptive in the longer term. Both threats fundamentally threaten

The Indo-Pacific lacks the institutional architecture to effectively respond to China’s pressure. ASEAN has not been able to, for example, mount effective responses to the PRC’s
illegal annexation of ‘features’ (now air bases) in the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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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mains to be demonstrated if the democracies have the strength of will to resist Beijing’s authoritarian push.
After the Afghanistan debacle one can only harbour doubts about the Biden Administration’s willingness to lead
the Indo-Pacific on security. But is it also fundamentally the role of America’s allies to sustain that engagement and
lead on their own security concerns.
On climate, the international picture is perhaps slightly more positive in as much as there are forums where shared
policy approaches can be discussed. Perhaps we have reached a tipping point where forward progress will happen, including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he institutional picture is less developed specifically in the Indo-Pacific. My organisation, ASPI, assesses that Southeast Asia will be a global hot spot for the cumulativ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is points again to the relative ineffectiveness of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as a
vehicle to address this massive problem.

3. What are the cooperative measures to enhance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mid the US-China
competition?
A small number of cooperative measures suggest there is a chance to strengthen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I see these as including:
i. The arrival of the Quad, driven at Head of Government level, with an interest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democratic powers.
ii. The growing strength of Australia-Japan-US practical trilateral defence cooperation.
iii. An increasing interest on the part of NATO and the EU in deepening their engagement with Indo-Pacific
		security.
iv. A growing series of bilateral and ‘mini-lateral’ cooperate efforts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to build

2. What are the impacts of major countries’ security strategies and policies on shaping the security environment

		 opportunities for the region that do not require subordinating their interests to that of China.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se examples of cooperation are hardly guarantees that the Indo-Pacific can stabilise its security affairs. Funda-

This is, of course, a massive topic. Here, I briefly point to five PRC ‘security strategies and policies’, which, I

mentally the region suffers from a lack of security architecture, a sense of a growing divide between the authori-

suggest, are at the heart of Indo-Pacific anxieties.

tarian systems and the democracies and doubts about the longevity of American engagement.

i. The PRC’s military strategy of 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 is imposing extra risks on security inside the

These factors should give rise to serious grounds for concern about the stability of the region.

		 first island chain because it reduces warning time of potential attacks and forces early action on the part of the

ii. China’s use of gray zone warfare strategies blurs lines between peace and war, but also creates situations
		 where crossing the line to conflict becomes easier to do but harder to discern.
iii The PRC’s focus on strategies designed to exploit an opponent’s weaknesses, like for example using cyber
		 means to attack critical infrastructure, gives rise to high-risk pre-emptive options that widen the potential
		 scope of conflict.
iv. As China increases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nd missile systems, what does this mean for the future
		 of the US a policy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for Asian allies?
v. Finally, there is a growing risk associated with a lack of military communications between the PRC, and the

1.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무엇이며, 이 중 협력이 가능한 영역은
무엇인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지역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4개의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다음과 같은 순위로 매기고자 한다.
i.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미동맹국들에 대한 방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한 패권 다툼,
		 타 국가에 대한 복종 요구)
ii. 자연재해의 빈도 변화, 식수 및 식량 접근성 악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안보적 영향
iii. 북한의 한반도 도발, 이로 인한 전통적 갈등 및 대량 파괴 무기 (WMD)의 위험성
iv. 재발하는 팬데믹, 폭력적 극단주의, 경제 질서의 붕괴 등 비전통적인 위험 요소들

		 US and its allies. What confidence can we have about the prospects for preventing or controlling escalation
		 when part of Chinese strategy is to bluff its way to strategic success? This problem is made even worse by
		 Beijing’s switch to Wolf Warrior diplomacy.

북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향후 10년 동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가 가장 파괴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두 위험 요소 모두 국제 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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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to disperse military units. We are on more of a ‘hair-trigger’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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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국제 사회 일부에서 반발하는 정세다. NATO의 최근 강력한 반중국 정세, 그리고 EU 및 여러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중국 사이버 활동에 대한 규탄은 베이징을 향한 국제적 항의가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예를 들어,
ASEAN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중국해에 설립한 불법 공군기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공동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 해당 국가들이 잠정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본다. 쿼드(Quad)가 그 예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베이징의 독재적 압력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책무를 자각하고 각자의 안보를 지키는

3.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협력방안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들을 통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i.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에 의의를 둔 정부수반 차원의 쿼드 창설
ii. 호주-일본-미국 간 3개국 합동작전의 강화
iii.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NATO와 EU의 관심 증대
iv.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 간 양자, 소다자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전 지역의 대중국 의존도 감소

것은 미 동맹국 각국의 역할이다.

이러한 협력 예시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안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정세는 공동의 정책적 접근을 토의할 수 있는 국제적 포럼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체제가 취약하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 간의 분열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호의지에 대한 의구심 이 남아있는 등

볼 수 있다. 내가 속한 조직인 ASPI에서는 동남아시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있다. 이러한 엄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ASEAN과 대화 파트너들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따라서 상기 요소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적하고 싶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역내외 국가들의 안보전략 및 정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의 핵심이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안보전략 및 정책’ 5개를 나열하고자 한다.
i. 중국의 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은 잠재적 공격에 대한 경보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미군의 조기 조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련선 내 추가적 위험요인이다.
ii.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평화와 전쟁 간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며, 분쟁을 보다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다.
Day 3 September 10 (Fri)

iii. 중화인민공화국 전략은 상대방의 허점을 파악하고 착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해킹을 통해
		 타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 분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의 선택권을 얻을 수 있다.
iv. 중국의 핵전력 및 미사일 시스템 증강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위한 확장핵 억지정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v. 마지막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 및 미동맹국들 간 군사적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이
		 거짓말과 위선으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최근
		 베이징의 전랑 외교로 인하여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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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opics of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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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 best practices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in the field of global health security
· Envision a cooperative civil-military relationship to respond to global public health crises
· Explore ways for the militar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to contribute to the
global public health security

With consideration of the Covid outbreak, how will the role and identity of the military

· Promote public health security cooperation a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make contributions to health security cooperation?

change in the field of global health security? What should be the role of the military to

Over the coming years the role of the military is likely to shift more from war-fighting and

· 보건안보 영역에서의 민군협력 사례 논의

traditional peacekeeping to more humanitarian actions with a common goal rather than

·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적 민군관계 구상

common enemy. Logistics and support to civilian agencies will become more important

·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군의 역할 및 국제협력방안 모색

and militaries need to support refugees and people displaced by climate change; organ-

· 보건안보 협력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도모

ise logistics around disease outbreaks; rebuild infrastructure following floods and storms;
introduce new infrastructure to drought depleted regions; and assist with long-term planning of the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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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Yo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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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field hospitals and temporary infrastructure to Liberia during the Ebola crisis; an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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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 to use as an airport to Haiti following hurricane devastation; Indian Army Env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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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ercised well in advance. Countries could introduce a form of humanitarian aid fo-

데이비드 메이즐리쉬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cused national service/volunteer commitment, building capacity of their own youth and

파라스케비 미초우

EU 시민보호 및 인도지원국 국장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global health crisis? (Please introduce examples of public-pri-

As above. Good examples would b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building, staffing and supply-

mental Battalions who replant forests following earth slides etc. These role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warfighting and training.
What are some ways to build trust between countries through military-led global health
cooperation? (Can this contribute to the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Well-coordinated and planned humanitarian efforts including command and control/
C4ISTAR exercising and joint operations, with interoperability and coordination planned

improving condi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 e.g. implementing large scale
sanitation infrastructure, energy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for glob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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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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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안보 영역에서 군의 역할 및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으로 군은 전통적 개념의 평화유지 및 전쟁수행에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로 그 역할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군의 대민 지원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군은 기후 변화에 의한 난민과 이재민을 지원하는

Kim Yuntae
김윤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질병 확산 방지, 재해 (홍수, 태풍, 가뭄 등) 피해 지역의 시설 재건 및 기반시설 도입에도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public of Korea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응한 장기 계획 수립에도 군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글로벌 보건위기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서 협력적 민군관계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서 민관군 협력의 사례는 무엇인가? 또, 실제 운영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리베리아에서의 에볼라 상황 억제를 위한 야전 병원 및 한시적 의료 기반 시설 건설, 병력 배치 그리고 의료물자 공급; 허리

Global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Role of the Military

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항공모함을 지원해 임시 공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인도 산사태 이후 숲 복원에

The COVID-19 pandemic experience has made us aware the seriousness of non-traditional

참여 등은 변화된 군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군의 역할은 기존의 전쟁 수행과 훈련보다 더 중요

security threats which includes not only disaste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but also cy-

해질 것이다.

ber-attacks and terrorism. This pandemic situation has become a decisive opportunity for

군이 주도하는 글로벌 보건협력을 통해 국가 간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동 계기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the military to play an active role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se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s explicit threats along with military threats. Yet, in effect, we have put priority on capability to respond to wartime military

잘 조율되고 계획된 지휘통제 시스템과 합동작전, 나아가 사전에 잘 계획되고 운용되는 정보 처리 상호 운용과 조정은 군의

threats, and manage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s a subsidiary duty utilizing surplus

인도주의적 노력에 필수적이다. 국가들은 자국의 미래 인적 자원 역량의 강화와 개도국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국가 서비스

capability. However, there is now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to define non-tradi-

및 자원 병력 투입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도상국에 대규모 위생, 에너지, 교통 인프라를

tional security threats as the actual core mission of the military and to reinforce the relevant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차원의 상생에 기여할 것이다.

capabilities through the input of additional resources.
The background of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s active role in non-traditional security

Fir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e more deepening than ever. With worsening of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cyber threats in hyper-connected network society, and
terrorist threats by non-state actors, and especially in the era where globalization and human lives matter,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Second, the military is the nation’s only professional armed forces group, and it possesses
the highest level of expertise to respond to serious level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because it has integrity and constancy.
Third, although there might b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ivilian control system for the military based on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military’s social role in peacetime has been greatly improved.
Fourth, in terms of military readiness posture and operational capability,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s very importan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infectious diseases, have a direct impact on readiness posture, which includes military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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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s can be largely explained by f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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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n-military threats is ambiguous due to grey zone and hybrid warfare.

이러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적극적 역할 확대의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전통 안보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초연결 네트워크사회의 사이버위협, 비국가행위자들에

Lastly,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s active role in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presupposes suffi-

의한 테러위협 등 위협 자체의 심화와 함께, 글로벌화 및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여건 하에서 비전통 안보위협의 경제‧ 사회적

cient deterrence and response to the immediate military threat. Likewise, in the case of Republic of Korea, expan-

파급효과가 가중되고 있다.

sion of the military’s role in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s based on our full confidence in responding to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Having said that, I would like to propose two tasks that should be resolved for the military to actively carry out its
mission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First i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civil-military relations. Civil-military relations to respond to various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an be distinguished to minimal technical military support, blended civil-military response,
and military-led response, which are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civil response foundation, military’s response
capability, and trust in the military. For the development of civil-military relations, the first priority will be to identify

둘째, 군은 국가의 유일한 전문적 무력집단으로 완전성, 상시성을 지니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전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민주적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한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체제 정착 등으로 군의 평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군의 대비태세 및 작전능력 관점에서도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감염병을 비롯한 비전통 안보위협은
군사훈련, 병력충원, 지속능력 등 대비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회색지대 전략과 하이브리드전 등으로 군사
위협과 비군사위협의 구분이 모호한 전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the tasks that the military can do relatively well. When the scope of the threat is ambiguous, when the capacity

마지막으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적극적 역할 확대는 당면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제와 대응을 전제로

of civil organizations is insufficient, or when an urgent response is required or large-scale input of resources is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 확대는 북한의 군사위협 대응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required, the military can play an important role with its perfectly order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its

배경으로 하고 있다.

large-scale troops and equipment stationed nationwide. Moreover, the legal foundation must be established for

한편, 이러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적극적 임무수행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두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role of the military. For Korea,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mission and role of the military in detail in relevant
laws, such as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United Defense Act, and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 Armed Forces.

첫째, 협력적 민군관계의 정립이다. 다양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군관계는 민간주도하 특정영역 군 지원,
민군혼합 주도, 군주도 대응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것은 민간의 대응기반, 군의 대응능력, 군에 대한 신뢰 등의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군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군이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임무를 식별해야 할

Second is securing relevant capability to carry out the active role of the military. For this purpose, similar to combat

것이다. 위협의 영역이 모호하거나, 민간기관의 역량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자원의 투입이

missions, setting goals for each related mission, judging the current shortage level in defense development fields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전국적으로 배비하고, 일사불란한 지휘‧ 통제체계를 지닌 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such as doctrine, organization,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and equipment, command system, and facilities,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의 역할에 대하여 법률 기반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재난안전법, 통합방위법, 국군조직법

and identifying and acquiring the necessary reinforcing demands should be followed. Moreover, budget securing

등의 관련 법률에 군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구체적으로 군의 임무 및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plan will also need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Also, at the national defense level, it seem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defense budget system.

둘째는 군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관련 능력의 확보다. 이것은 전투임무와 마찬가지로 관련 임무별 수행목표를 설정하고,
교리, 조직, 교육훈련, 물자‧ 장비, 지휘체계, 시설 등 국방발전 제분야에서 현재의 부족수준을 판단하고 보강소요를 식별‧
획득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방차원에서도 국방예산

글로벌 비전통 안보위협과 군의 역할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은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과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 안보위협의 심각성을 각인시켜 주면서 이에
대한 군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군사위협뿐 아니라 비전통 안보위협을 명시적
위협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시 군사위협 대응 역량을 우선하고,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은 잉여역량을 활용하는
부수적 임무로서 관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비전통 안보위협을 군의 실질적인 핵심 임무로 정의하고, 추가
자원의 투입을 통한 관련 능력의 보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90

91

Day 3 September 10 (Fri)

ercise, troop reinforcement, and sustainability. Also, warfare is unfolding in which the distinction between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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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ng effect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Head of Missio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 Providing military commanders with clear guidance on mission structure, security, and the legal frameworks
for any potential use of force.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Reality is never as simple as a 2-by-2 matrix. What are “complex emergencies” and why do they matter?

I. Introduction to Civil-Military Coordination: Perspectives from the Humanitarian Sector

II. Value-Added: Can military soft-power be consistent with “Principled (neutral, independent, and impartial)
Humanitarian Action”

Transnational security emergencies regularly put State militaries in contact with humanitarian agencies. These actors share operational space but have different working cultures. Understanding each other’s concepts, working methods, and interests is essential
for achieving effective coordination.

The ICRC is aware that militaries need local knowledge and civil-military engagement in their mission design.
Why then are NGOs and humanitarian agencies often at “arms-length” with arms carriers?

The ICRC has a long history of working directly with armed forces during armed conflict
– but what about peacetime? In spite of our differences, there are important take-away
lessons from the recent COVID Crisis, previous work during Ebola outbreaks, and CMR
during natural disasters that we can apply to futur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 The Red Pillar and Blue Pillar: Sovereignty, coordination mechanisms, and 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The ICRC forms part of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including over 190 separate and independent National RC/RC Societies. The ICRC works
exclusively to protect victims of armed conflict and other situations of violence and to
provide them with assistance. We are not part of the United Nations, though individual
National RC Societies an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C/RC Societies work closely
with different UN Agencies.
The ICRC works independently from all other agencies based on its international mandate granted to it by States signatory to the Geneva Conventions. It is not coordinated by
the United Nations but will coordinate with other agencies, including military agencies.
We always work for the effective and meaningful delivery of services and aid to affected
populations. We are therefore prepared to work closely with partner agencies as long as
our fundamental principles of neutrality,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are preserved.
b. Typology of Civil-Military Coordination Contexts: Different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Context matters: Transnational health emergencies stretch the capacities of international response mechanisms.

a. Cookie, Truck, Bridge: Assistance ‘outside the wire’
What are you good at? Where will soldiers and sailors adding value to an operation during transnational medical emergencies?
From previous experience, many armed forces are uncomfortable directly delivering humanitarian or medical
services unless absolutely required to do so. Humanitarian and medical agencies on the other hand are much
weaker at other critical elements in difficult environments: Security, cordon, logistics, transport, airlift (vertical
and heavy), to name just a few, etc. are all gaps in humanitarian capacities that militaries can fill. Examples: Ebola
campaign; Haiti Earthquake.
b. Integrating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nto the military planning process
Do not wait until the crises have started. Building humanitarian concepts into military missions begins at the
earliest phases of the planning process. Mission success requires adequate up-to-date doctrine, proper legal
frameworks/authorizations; it adds specific requirements to force structure. The “humanitarian lens” demands
thorough readiness preparations (education, training, and drill).
This is not the job of a single J9 or the civil-military liaison officer responsible for public relations or ‘hearts-andminds’ operations.

III. Humanitarian protection during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Distinguishing assistance from protection is critical to preserving human dignity during both kinetic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ransnational operations. What is meant by it?
Serving particular vulnerabilities: Underserved populations, conflict dynamics, and the need for “neutral, independent, and impartial space”. The Fragility of trust: Example from Polio Vaccination campaign.

Humanitarian agencies including the ICRC traditionally map CMR according to 2-variables: Whether the action occurs during peacetime or conflict; and whether the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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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omestic 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hy these categories matter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each
context are necessar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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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안보 비상사태로 인해 국군은 종종 인도주의 기관과 접촉하게 된다. 군과 민관기관은 상당 부분 활동 범위를
공유하지만, 다른 업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상호 간의 개념, 업무 방식,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합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오래전부터 무력 분쟁 시기에 군과 직접적으로 교류해왔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기에는 어떠한가?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과거 에볼라 사태, 그리고 자연
재해 속에서의 민군 협력(Civil-Military Relations, CMR)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a. The Red Pillar and Blue Pillar: 통치권, 조정 기구, 그리고 피영향자들에 대한 책임
ICRC는 190개 이상의 독립된 국가 RC/RC(Red Cross/Red Crescent) Society를 포함한 적십자 일부이다. ICRC는 무력
분쟁과 기타 유형의 폭력 상황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우리는 UN 일부가 아니지만, 개별
국가 RC Societies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C/RC Societies는 다양한 UN 기구들과 긴밀하게 협업한다.
ICRC는 제네바 협정 서약국으로부터 부여된 국제 권한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ICRC는 UN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 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피영향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인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보전되는 한, 파트너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
b. 군 협조 환경의 유형: 다양한 국제법과 규범
민군 협조 환경은 중요하다: 초국가 보건 비상사태는 국제적 대응 메커니즘 능력을 향상시킨다.
ICRC와 같은 인도주의적 기관은 전통적으로 민군 협력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평화 시기에 발생하였는지 혹은
분쟁 시기에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국내 행위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 행위자에 의한 것인지. 이 범주 분류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 환경의 법적 함의를 이해하는 것은 다음의 것들을 위해 필요하다:
● 효율적인 조정 기구 수립
● 군사령관에게 임무의 설계, 보안, 그리고 잠재적 무력 사용을 위한 법체계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
하지만, 업무 환경은 행렬식처럼 단순하지 않다. “복합적 응급상황”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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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가 가치 창출: 군사적 소프트 파워는 인도주의적 임무의 원칙들(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일치될 수 있는가?
ICRC는 군사 조직이 임무 설계 시 지역에 대한 정보와 민군 협조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비정부기구들과
인도주의적 기관들은 종종 군 수송선과 거리를 두고 있는가?
a. 쿠키, 트럭, 다리: ‘와이어 밖의’ 도움
당신은 어떤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초국가적 응급 상황에서의 활동에 대해 군인과 선원들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군조직은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인도주의적, 혹은 의학적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한편, 인도주의적 기관과 의료 기관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훨씬
제약이 크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보안, 저지선, 실행 계획, 운송, 공수작전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인도주의적
기관이 업무 수행에 발생하는 공백을 군 조직이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예. 에볼라 캠페인, 아이티 지진의 활동)
b. 군사 작전 기획 과정에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의 반영
위기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군사적 임무에 인도주의적 개념을 수립하는 것은 임무 기획의 가장 초기 단계
에서 시작한다. 성공적 임무를 위해서는 최신화된 독트린과 적절한 법적 제도와 승인이 요구된다; 이는 군구조에 구체적
인 요건들을 추가한다. 또한, “인도주의적 렌즈”는 철저한 준비 태세(교육, 연수, 그리고 훈련)를 요구한다. 이는 대민관계,
혹은 ‘Hearts-and -minds’ 임무를 책임지는 개별 J9이나 민군 연락관의 임무가 아니다.

III. 비전통적 안보 위협 중 인도주의적 보호
도움(assistance)과 보호(protection)의 개념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전통적 그리고 비전통적, 초국가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기서 “보호”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지닌 특정 취약성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분쟁 중에 발생하는 복합적 의료
응급 환경에서는, 국내 실향민, 소수 민족, 또는 투옥자들과 같은 취약성이 높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의 물리적
지원과 의료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간”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정치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불행히도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도 쉽지만, 신뢰를 잃기도 쉽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접근이 결여되어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인도주의적 지원 사례로는, 오사마 빈 라덴을 찾는 중에 생체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소아마비 예방 접종 캠페인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다. 또한, 군이 비의료적 성격의 군사작전을 은폐
하기 위해 보호적 상징의 적십자 표상을 오용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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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xperts I 안보전문가
Plenary Session1

Nakamitsu Izumi 나카미츠 이즈미

Moderator / 사회자

High Representative for Disarmament Affairs, United Nations

Chun Chaesung 전재성

UN 군축고위대표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John Delury 존 델러리
Chaesung Chun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now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Chair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Defense, ROK Army, and Navy. He is also a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Center of East Asian Institute. He received his BA and MA degree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degree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전재성 (Chaesung Chun)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방부/
육군/해군 자문위원, 동아시아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
외교정책 등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John Delury is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Professor John
Delury is a historian of modern China and expert on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Peninsula affairs. Prior to joining the Yonsei
faculty in 2010, Dr. Delury offered courses at Brown, Columbia, Yale, and Peking University, and served as founding associate
director of the Asia Society Center on US-China Relations in New York.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대 중국 역사학자이며,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문제의 전문가이다. 2010년 연세대학교에 합류하기
전에는 브라운, 컬럼비아, 예일 및 베이징대학교에서 강의하였으며,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이사로 재직했다.

Panelist / 토론자

Jia Qingguo 지아칭궈

Park Jae-min 박재민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People’s Republic of China

Vice Minist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Baroness Goldie 바로네스 골디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Jia Qingguo is a professor and former Dean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He is a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He received his Ph.D. from Cornell University in 1988. He has taught at the University of Vermont,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the University of Sydney in Australia as well as Peking University. He has published extensively
on U.S.-China relations, relations between the Chinese mainland and Taiwan, Chinese foreign policy, and Chinese politics.
지아칭궈 (Jia Qingguo) 교수는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 재직 중이며, 동 기관 전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외사(外事)위원회 위원이다. 1988년 코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래 버몬트 주립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호주
시드니 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중 관계, 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 중국 외교 정책 및 중국 정치다.

Minister of State, Ministry of Defenc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

James Steinberg 제임스 스타인버그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Affairs, and Law at Syracuse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 국제관계 및 법학 교수

Yevgeny Ilyin 예브게니 일린
First Deputy Chief of Ma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Ministry of Defenc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국방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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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 Steinberg is University Professor of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Affairs and Law at Syracuse University and previously
served as Dean of the Maxwell School, from July 2011 until June 2016 and Dean of Lyndon B. Johnson School of Public Affairs,
the University of Texas from 2005-2009. His government service includes Deputy Secretary of State (2009-2011),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1996-2000), and Director of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1994-1996).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미 국무부 부장관(2009-2011)은 현재 시라큐스대학교(Syracuse University)에서 사회과학, 국제관
계 및 법학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맥스웰 학교(Maxwell School)의 학장을 역임했다. 미 국가안보보좌
관(1996-2000), 국무부 정책기획실장(1994-1996)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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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2

Joep Wijnands 욥 바이난스

Moderator / 사회자

Director-General of Policy, Ministry of Defence, Kingdom of the Netherlands

Lee Jae-Seung 이재승

네덜란드 국방부 정책개발국장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Jae-Seung Lee is Dean and Jean Monnet Chair i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He also serves as Director of Nordic-Benelux Center and Chairman of Asia-Europe Energy Policy Research Network (AEEPRN). As a schola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Prof. Lee has authored a number of books and articles on energy
security, regional cooperation and Korea’s foreign policy. His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geopolitics of energy and climate.
Prof. Lee holds a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Yale University.

Yamato Taro 야마토 타로
Deputy Director-General for Defense Policy, Ministry of Defense, Japan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이재승 교수는 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부장 겸 국제대학원장, 장 모네 석좌교수다. Nordic-Benelux Center의 이사이자 아시아-유럽
에너지 정책 연구 네트워크(AEEPRN)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국제정치경제학 학자로서 에너지 안보, 지역협력, 한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다수의 책과 논문을 저술했고 현재 연구는 에너지와 기후의 지정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를 거쳐 미국 예일대학교
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TBC
TBC

Panelist / 토론자
Nguyen Vu Tung 응우옌 부 퉁
Ambassador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o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주한 베트남 대사

Peter Jennings 피터 제닝스
Executive Director,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Commonwealth of Australia

Marcin Ociepa 마친 오치에파
Deputy Minister -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Poland
폴란드 국방부 차관

Peter Jennings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 a position he has held since May 2012.
Since 2012, Peter has expanded ASPI’s role from its original high-quality research on defense to include research on cyber security,
policing and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border security, national resilience, and counter-terrorism studies.
Peter has worked at senior levels in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Career highlights include being
Deputy Secretary for Strategy in the Defense Department (2009-12); Chief of Staff to the Minister for Defense (1996-98) and
Senior Adviser for Strategic Policy to the Prime Minister (2002-03).
피터 제닝스 (Peter Jennings)는 2012년 5월부터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
다. 제닝스 원장은 2012년부터 국방, 사이버 안보, 국제법, 대테러 연구 등을 진행하며 ASPI의 연구 분야를 확장해왔다. 국방부 전략 차관보
(2009-2012),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1996-1998), 국무총리 전략정책 고문(2002-2003) 등을 역임했다.

Shao Yuanming 샤오위안밍
Deputy Chief, Joint Staff Department of China’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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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3

Moderator / 사회자
Oh Youngju 오영주
President,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Republic of Korea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Amb. OH Youngju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at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NDA). As a veteran diplomat, she was appointed Ambassador and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for
the Korean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2015-2017). She previously served on major duties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the Deputy Minister for Multilateral and Global Affairs (2017-2018);
Director-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013-2015); Director-General for the Nuclear Security Summit Preparatory Secretariat (2011-2012); and also Director at United Nations Division (2005-2007). Ambassador Oh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88. She received her Master’s degree in Pacific International Affair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995).
오영주 소장은 1988년 외교부 입부 이래 주국제연합1등서기관, 주후쿠오카영사, 유엔과장, 주중국참사관, 개발협력국장, 주유엔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 직무대리, 장관특별보좌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월부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오 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샌디에고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Jennifer Cole 제니퍼 콜
Associate Fellow,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부연구위원
Dr Jennifer Cole is an Associate Fellow at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ce and Security Studies (RUSI), a White- hallbased policy think tank, where she ran the Resilience and Emergency Management Programme from 2007-2017. her portfolio
includes policy research on pandemic flu, flooding, bioterrorism and civil contingency planning. She undertook PhD in Computer
Science at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which emerged from a project on pandemic preparedness and health communication during emergencies. She has since researched the use of reddit during Zika virus and Nipah virus outbreaks and the COVID19
pandemic, actively moderating forums as well as researching them.
제니퍼 콜(Jennifer Cole) 박사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se and Security Studies, RUSI)
부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유행성 독감을 비롯한 팬데믹과 바이오테러리즘 등과 관련한 보건 안보 정책이다. 케임브리지
대학 (Cambridge University)에서 생물 인류학을 전공한 뒤 로열 홀러웨이 대학교 (Royal Holloway University)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im Yuntae 김윤태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public of Korea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Johannes Backus 요하네스 바쿠스
Director Directorate A, Health Care Planning, Control and Management,
Bundeswehr Medical Service Headquarter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 연방군 의무지원본부 보건계획·통제·관리 국장

David Maizlish 데이비드 메이즐리쉬
Head of Missio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Kim Yuntae has served in various military related positions for over 30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his career as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in 1990 until he assumed office as the President of KIDA in February 2021. During
his career at KIDA, he has held various positions including the Director for Center for Military Planning. He has also been Visiting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at the Korea Military Academy from 2013 to 2014 and worked as the Senior Administrator for the Presidential Secretary for National Defense Reform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From December 2017 to November
2020, he has served as the Deputy Minister for Defense Reform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uring his career as researcher at KIDA, he has conducted researches on basic planning and execution of Defense Reform 2.0,
military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s, the diagnosis system and mid-term development policy on the ROK military strength, the evaluation system for NCW, the advanced military command structure, and etc.
He received his B.A. and M.A. in Statistics from Korea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in Statistics from th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in 2000.
김윤태 원장은 1990년 한국국방연구원 입사 이래 군사기획연구센터장 등 다양한 보직 및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2월부터 제14대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초빙교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 및 성과로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비 군사전략 및 전력구조 연구, 한국군 전력수준의
진단체계와 중기 발전정책 연구, 선진형 군지휘구조 발전방안 연구 등이 있다. 김 원장은 고려대학교에서 통계학 학사 및 석사 취득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Paraskevi Michou 파라스케비 미초우
Director General for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European Union
EU 시민보호 및 인도지원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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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1

Tom Middendorp 톰 미든도프

Moderator / 사회자

Chair, International Military Council on Climate and Security (IMCCS), Kingdom of the Netherlands

Kim Hyoeun 김효은

기후 및 안보 국제군사협의회 의장

Deputy Minister for Climate Chan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Amb. Hyoeun Jenny Kim is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July 2021. She is also the chief negotiator of the UNFCCC Paris Agreement, representing her country. Before taking
the role, she was 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She was responsible for managing GGGI’s
in-country operations in more than 35 countries, supporting low carbon economic growth in line with Paris Climate Agreement
and UNSDGs. From 2016 to 2018, she was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enegal and five neighboring countries.
As a career diplomat in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e served as Director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Affairs
and Director for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he served as the Vice-Chair of Trade and Environment Joint Committee of the
OECD and the Chair of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of the APEC.
김효은 대사는 현재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로서 기후변화 및 녹색환경 외교를 총괄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
차장으로 35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성장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했다. 주세네갈 대사로 활동하며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카보베르데 5개국 대사를 겸임하였다. 외교부 세계무역기구(WTO)과장, 기후변화환경과장을 지냈고, 주유엔 대표부,
주OECD 대표부에서도 근무했다. APEC 예산운영위원회 의장, OECD 무역환경회의 부의장을 수임했다.

General (RET) Tom Middendorp was The Netherlands Chief of Defense for five and a half years and spent 38 years serving his
country. He commanded soldiers on all levels, led a large multinational task force in the south of Afghanistan, and was involved in
over twenty different military missions as the Director of Operations. In 2019, Tom Middendorp established – and was appointed
as the Chairman of - the International Military Council on Climate and Security (IMCCS). After ending his military career, he joined
The Clingendael Institute as a Senior Visiting Fellow.
전 네덜란드 방위군 사령관 톰 미덴도르프 (Tom Middendorp)는 5년 반 동안 네덜란드 국방 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38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2019년부터 국제 기후 및 안보 국제군사협의회 (International Military Council on Climate and Security, IMCCS)를 설립한 뒤 의장
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제 관계 연구소 (Clingendael Institute)선임 방문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다국적 태스크포스를 이끌었으며 작전 책임자로서 20개 이상의 다양한 군사 임무에 참여한 바 있다.

Shafqat Munir 샤프캇 무니어
Head, Bangladesh Centre for Terrorism Research (BCTR),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 테러리즘 연구센터장

Panelist / 토론자
Sharon E. Burke 샤론 E. 버크

Nicolas Regaud 니콜라스 르가우드

Senior Advisor, New America,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and Resource Security Progra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irecto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rench Military School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IRSEM),
French Republic

뉴아메리카자원안보 고문

프랑스 국방전략연구소 국제개발국장

Honorable Sharon E. Burke 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Ecospherics, a research and advisory organization. Throughout her
career, she has worked to balance national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a focus on ideas that scale through
public policy. Burke has been a leader at several civ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where she
initiated a Natural Security program, Amnesty International USA, and New America. She has also served in the U.S. government in
Congress,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Pentagon, most recently as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Operational Energy.

Dr. Nicolas Regaud joined IRSEM in 2020 as a senior research fellow and Directo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e works mainly
on strategic issues in the Indo-Pacific and climate security. He was previously the Special Representative to the Indo-Pacific of the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trategy of the French MoD. From the early 1990s, he has held various positions
within the Directorate for strategic affairs of the MoD, including Assistant Defence Policy Director, the Secretariat General for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attached to the Prime Minister Off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licy Planning Staff) and
the University Paris 1 Panthé on-Sorbonne as a researcher. He holds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Paris Panthé on-Sorbonne.

샤론 E. 버크(Sharon E. Burke)는 연구 및 자문 기관인 Ecospherics의 창립자이며 현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버크 회장은 공공 정책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민간부문 활동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자원안보
고문, 공공부문에서는 미 의회, 국무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오바마 정부 당시 국방부 에너지 차관보를 지냈다.

Urs Gerber 얼스 게버
President, Swiss Armed Forces’ Historical Material Foundation, Director,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Swiss Confederation

Ambika Vishwanath 암비카 비쉬와나스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이사

Director, Kubernein Initiative, Republic of India

Urs Gerber is the president of the Foundation Council of the Swiss Armed Forces’ Historic Material Foundation,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maintaining the “hardware legacy” of the Swiss Armed Forces. Since March 2021, he has been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CAPS based in Washington, D.C. Furthermore, he is representing the Swiss Armed Forces on the International Military Council on Climate and Security (IMCCS). Until the end of 2019, he
was the editor-in-chief of the Swiss Military Power Revue, a military-strategic publication of the Chief of the Swiss Armed Forces.
From February 2012 until August 2017, MajGen Gerber was the Head of the Swiss Delegation to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Panmunjeom, Republic of Korea, from where he retired at the end of August 2017. Apart from national (general)
staff and flag officer courses, Urs Gerber graduated from the ITC of the Geneva Centre for Security Policy (GCSP) (1993/94) and
from the Royal College of Defence Studies (RCDS) (2000) i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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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르가우드 (Nicolas Regaud) 박사는 2020년 프랑스 국방전략연구소 (IRSEM) 개발국장으로 부임했으며 현재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기후 안보이다. 전 프랑스 국방부 국제 관계 전략 국장실의 인도-태평양 특별 대표로 근무했다. 사무총장의 프랑스 국방부
국방정책과장, 국무총리실 소속 국방안보실장 등 공직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파리 판테옹-소르본 대학(University of Paris Pantheon
-Sorbonn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어스 거버 (Urs Gerber) 현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이사는 현재 기후 및 안보 국제군사협의회 (IMCCS)에서 스위스군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 군 군사역사기념재단(Swiss Armed Forces’ Historic Material Foundation)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스위스군 총사령관의 군사
전략 간행물인 Swiss Military Power Revue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8월 은퇴하기까지 대한민국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단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93/94년 제네바 안보 정책 센터(GCSP)에서 안보학을 전공했으며 2000년에는 왕립
국방 대학에서 졸업하였다.

Kubernein Initiative 대표
Ambika Vishwanath is the Director and Co-Founder of Kubernein Initiative, a boutique geopolitical consultancy based in India.
Ambika is a geopolitical analyst and water security specialist with close to 18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gender, governance,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and foreign policy. She has lead track two diplomacy efforts and consulted with sever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MENA region, Europe and India, and helped shape their policies in the field
of conflict resolution, water diplomacy and security. She has been published extensively in various media across the world and is a
Non-Resident Fellow with the Agora Strategy Institute, Germany.
암비카 비스와나스(Ambika Vishwanath)는 지정학 컨설팅 회사인 Kubernein Initiative의 이사이자 공동 설립자이다. 비스와나스 이사는
젠더, 거버넌스를 비롯한 비전통적 안보 이슈 및 외교 정책 분야에서 18년의 경험을 가진 지정학 분석 전문가이자 수자원 안보 전문가이다. 트랙 2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유럽 및 인도의 분쟁 해결, 수자원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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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2

Mika Kerttunen 미카 케터넌

Moderator / 사회자

Director of Studies, Cyber Policy Institute, Republic of Finland

Go Myong-Hyun 고명현

에스토니아 사이버정책연구소 연구책임

Senior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enter fo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Republic of Korea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원
Dr. Myong-Hyun Go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 Seoul, Korea. His research applies quantitative perspectives to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with a special focus on North Korea’s economy, sanctions,
and the regime’s long-term viability. He is widely cited by the international media on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Dr.
Go is also an Adjunct Professor at the Korea University School of Cybersecurity, an Associate Fellow at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and a Munich Young Leader of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2015. He received a Ph.D. in policy analysis from the
Pardee RAND Graduate School.
고명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컬럼비아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 통계 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9, 2001), Pardee RAND Graduate School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0), UCLA의 Neuropsychiatry Institute에서
박사후 연구원 (포닥)으로 재직했다. 고명현 박사는 2015년도 뭔헨안보회의 Young Leader이자 독일 아고라 전략연구소 객원 펠로우이다.

D.Soc.Sc. (Pol.), LTC (ret. FI A) Mika Kerttunen is the Director of the Cyber Policy Institute, adjunct professor in military strategy at
the Finnish National Defence University and Member of Board, Swedish Defence University. He is a graduate of the Finnish Military Academy and General Staff Officer Course and the Royal Norwegian Command and Staff College. Kerttunen studied world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and analyzed Indian foreign and nuclear policy in his 2009 dissertation. Recently, he has been
focusing on international cyber diplomacy, cyber norms,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regional cyber capacity building,
especially in the Asia-Pacific region.
미카 케르투넨(Mika Kerttunen)은 사이버 정책 연구소(Cyber Policy Institute) 소장이자 핀란드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겸임교수이자 스웨덴
국방대학교 이사로 재직 중이다. 핀란드 육군 사관학교 및 참모장교 과정과 노르웨이 왕립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아시아 태평
양 지역에서의 국제 사이버 외교, 사이버 규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및 지역 사이버 역량 구축이다.

Patryk Pawlak 페트리 폴락
Executive Officer, EUISS Brussels, European Union
EU 안보연구소 브뤼셀 소장

Panelist / 토론자
Shariffah Rashidah Syed Othman 샤리파 라시다 사이드 오스만

Patryk Pawlak heads the Brussels office of the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EUISS) and leads the Institute’s work on cyber and
digital issues. He is a Project Director for the European Cyber Diplomacy Initiative - EU Cyber Direct. Patryk has also extensive experience in cyber capacity building, including as a former Co-Chair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
Patryk holds a Ph.D. in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from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n Florence.
패트릭 폴락(Patryk Pawlak)은 현재EU 안보연구소 브뤼셀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이버 안보, 디지털 분야 주요 이슈의 연구를 이끌고 있다.
현 유럽 사이버 외교 이니셔티브(European Cyber Diplomacy Initiative)의 프로젝트 소장이며, 글로벌사이버전문역량포럼(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 GFCE) 전 공동 의장을 역임했다. 유럽대학원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EUI)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Senior Principal Assistant Director, National Security Council, Malaysia
말레이시아 국가안보회의 선임부과장

Yoo In Tae 유인태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Brad Glosserman 브래드 글로서먼
Senior advisor for Pacific Foru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퍼시픽 포럼 아시아태평양안보 선임고문

Brad Glosserman is Deputy Director of and Visiting Professor at the Center for Rule-making Strategies, Tama University. He is also
a Senior Adviser (nonresident) at Pacific Forum, in Honolulu Hi, where he served for 13 years (2004-2017) as executive director.
Brad is the author of Peak Japan: The End of Grand Ambition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9; a Korean edition was released
in 2020 by Korean Copyright Center). He was for 10 years a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 of The Japan Times and continues to
serve as a contributing editor.

Yoo In Tae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Dankook University, South
Korea. He was formerly an Assistant Professor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and Visiting
Research Fellow at Waseda University, Japa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et governance, world politics of cyber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digital trad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유인태 교수는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전에는 전북대학교 조교수,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객원
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다. 유인태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 보안의 세계 정치, 디지털 무역의 국제 정치-경제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등이 있다.

브래드 글로서먼(Brad GLOSSERM) 박사는 일본 다마대학(多摩大学, Tama University)의 규칙제정전략연구소(Centre for Rule Making
Strategies)의 부소장 겸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에서 13년간
선임 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 기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 1991년 마이니치 신문 기자, 1991년부터 20001년까지는 10년동안
재팬 타임스의 논설위원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일본 전문가다. 최근 저서로는 지난해 국내에서 출간된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Peak Japan: The End of Grand Ambition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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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3

Robin Geiss 로빈 가이스

Moderator / 사회자

Director,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ted Nations

Jung Yung-Jin 정영진

UN 군축 연구소 소장

Head of Policy Team,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Republic of Korea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장
Dr. Jung has been working for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since October 2009, in charge of space law and
policy. Since 2010, he has been appointed a member and legal adviser of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He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UNIDROIT Committee of governmental experts for the
preparation of a draft Space Protocol. Dr. Jung has been a member of the Korean delegation to many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ITU, MTCR, etc. Especially, he had participated in the multilateral meetings of the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and UN GGE on the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In 2020, Dr. Jung was
nominated Specialized Panel of Experts for Space-related Dispute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정영진 박사는 2009년 프랑스 파리11대학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제우주법과 우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UN COPUOS) 법률소위원회에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사법통일국제기구(UNIDROIT)의 우주자산의 정서 정부 전문가그룹에 한국 정부 전문가로서 조약문 작성에 참여하고 우주자산의 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 정부대표단의 법률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정영진 박사는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안(ICoC) 작성과 채택을 위한
조정 회의 및 다자협상을 비롯하여 우주에서 군비경쟁 방지 유엔 정부 전문가그룹에 참여하였다. 정영진 박사는 2020년에 상설중재재판소
(PCA)의 우주 관련 분쟁 전문가 패널에 임명되었다.

Robin Geiss serves as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DIR) and charts the strategic and
tactical direction of the Institute. Most recently, he served as Director of the Glasgow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and as the Swiss Chair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th the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Paris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at Sciences Po in Paris.
He served as Legal Adviser for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Legal Division for Geneva/New York (20072010) and Geneva (2004-2005). Dr. Geiss holds a Ph.D. in law from the University of Kiel and obtained an LL.M. i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from New York University.
로빈 게이스(Robin Geiss)는 UN 군축 연구 연구소(UNIDIR)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국제법 안보 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제네바 국제인도법 및 인권 아카데미에서 스위스 의장을 역임했다. 파리정치대학(Paris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시앙스포(Sciences
Po)의 방문 교수였으며, 제네바 , 뉴욕의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 법률 부서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다. 게이스 소장은 국제법학 법학석사
학위를, 킬 대학교(University of Kie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David A. Koplow 데이비드 A. 카프로우
Professor, Center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Law at Georgetown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법 교수

Panelist / 토론자
Carine Claeys 카린 클레이스
Special Envoy for Spac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uropean Union
EU 대외관계청 우주특별대사

David A. Koplow has been a professor of law at the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in Washington, D.C. since 1981. His
primary fields of teaching and scholarship involve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security law, with a particular emphasis
upon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outer space, and counter-terrorism. He has served in government as Attorney-Advisor, and
as Special Assistant to the Director, at the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from 1978 to 1981; as Deputy General
Counsel for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from 1997 to 1999; and as Special Counsel for Arms Control to
the General Counsel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from 2009 to 2011. He is a graduate of Harvard College and Yale Law School
and was a Rhodes Scholar.
데이비드 코플로우(David A. Koplow)는 1981년부터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센터(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군비통제, 비확산, 대테러 활동, 우주안보다. 1978년부터 1981년까지 고문변호사 및 특별 보좌관으로 미
군비통제국(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에서 근무했으며, 미국 국방부 외교 법무 자문위원(1997-1999), 군비통제 자문
위원 (2009-2011)을 역임했다. 하버드 대학교(Harvard College)와 예일대 로스쿨에서 (Yale Law School)에서 학위를 받았다.

Kai-Uwe Schrogl 카이-우베 쉴로글
Philippe Achilleas 필립 아킬리아스
Professor, Jean Monnet Faculty (Law, Economics and Management) at Université Paris-Saclay,
The French Republic
프랑스 파리 11대학 국제법 교수
Philippe Achilleas is a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Paris Saclay. He i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Space and Telecommunications Law and a Master’s degree in space and telecommunication from which students of more than 70 nationalities are
graduates. He is also the scientific director of the Research Unit created between the University of Paris Saclay and the French Space
Agency. Prof. Achilleas is a member of the French delegation at the UNCOPUOS.
필립 아킬레아스(Philippe Achilleas)는 파리 제11대학인 사클레 대학교(University Paris Saclay)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 대학 내
우주 통신법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파리 사클레 대학교(University Paris Saclay)와 프랑스 국립 우주 연구 센터의 합동 연구단의 연구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킬레아스 교수는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UNCOPUOS)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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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Federal Republic of Germany
국제우주법연구소 (IISL) 이사장
Prof. Dr. Kai-Uwe Schrogl is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the global professional association of space
law experts from 48 countries. Until 2019, he was the Chief Strategy Officer of ESA (Headquarters in Paris, France). From 2007
to 2011, he was the Director of the European Space Policy Institute (ESPI) in Vienna, Austria, the leading European think tank for
space policy. Prior to this, he was the Head of the Corporate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Department in the German
Aerospace Center (DLR) in Cologne, Germany. He has been a delegate to numerous international forums and has served from
2014 to 2016 as chairman of the Legal Sub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Kai-Uwe Schrogl holds a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and lectures international relations as an Honorary Professor at Tübingen
University.
카이 우베 슈로글(Kai-Uwe Schrogl) 교수는 국제우주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9년까지 그는 유럽 우주국(ESA)의 최고 전략 책임
자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우주정책연구소(European Space Policy Institute, ESPI)의 이사를 역임했다. 독일 쾰른의
독일 항공우주센터(DLR) 기업 개발 및 대외 관계 부서장, 2014년부터 2016년까지UN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했다. 독일 튀빙겐대학교(Tübinge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동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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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 & Contacts I 준비기획단 및 연락처
Special Dialogue

Moderator / 사회자
Moon Chung-in 문정인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Republic of Korea
세종연구소 이사장
Currently, a chairman at Sejong Institute, Chung-in Moon was the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e is also a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Krause distinguished fellow at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editor-in-chief of Global Asia, a quarterly journal in English. He
is co-convener of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He wa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 and served as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o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
cabinet-level post. Dr. Moon was a special delegate to the first (2000) and second (2007) Korean summit both of which were held
in Pyongyang.
He has published over 60 books and 300 articles in edited volumes and scholarly journals.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The
Future of East Asia (Palgrave-Macmillan, 2017), What Does Japan Think Now? (in Korean 2013, in Chinese 2017), The Sunshine
Policy: In Defense of Engagement as a Path to Peace in Korea (Yonsei University Press, 2012), Exploring the Future of China (in
Korean 2010 in Korean and 2012 in Chinese), East Asia Community: Ideas and Debates (Keio University Press, 2010 in Japanese
and Korean), and The U.S. and Northeast Asia (Rowman& Littlefield, 2008). H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 Peace Studies
Association and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of North America.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기 전까지 문정인 이사장은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이었다. 현재 영문계간지 Global Asia의 편집인,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분교 석좌 펠로우 (Krause Distinguished Fellow,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UCSD)와 아시아 태평양
비핵화 및 핵확산 방지 지도자 네트워크 (APLN)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더불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통일연구원장,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
위원회 위원장 (장관급)과 외교통상부의 국제 안보 대사직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 부임 전에는 미국의 켄터키대학교(University of Kentucky), 윌리엄스 대학교(Williams College) 등에서 10여 년간 교수로 봉직
했고, 현재까지 60여 권의 국/영문 편·저서를 저술하는 동시에 국제 저명 학술지와 각종 논문집에 300여 편의 국, 영문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서 참석하였으며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의 펠로우, 한국평화학회 회장,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직 역임했다.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관장과 한반도평화 포럼 공동대표 역임한 바 있다.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Kim Sangjin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Policy

Lee Kyungkoo

Deputy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Policy

Lee Jooyong

Director,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Kim Sejin

SDD Coordinator,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Choe J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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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eth Evans 가렛 에반스
Distinguished Honorary Professor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mmonwealth of Australia
호주국립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the Hon Gareth Evans AC QC was a Cabinet Minister in Australia for thirteen years throughout the Hawke-Keating
Labour Governments, including as Foreign Minister from 1988-96. As Foreign Minister, he played central roles in the creation
of APEC and the ASEAN Regional Forum, the Cambodian peace process, and in bringing to conclusion the Chemical Weapon
Convention. From 2000 to 2009, he was President and CEO of the Brussels-based International Crisis Group, and from 2010 to
2019, he served as Chancellor of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is now Distinguished Honorary Professor. He currently
chairs the Seoul-based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PLN).
가렛 에반스 호주 국립대 명예교수는 호크와 키팅 수상 행정부에서 13년간 각료로 근무해, 1984년부터1987년까지 자원에너지장관을 맡고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외교부장관으로서 근무했다. 외교부 장관 재직 당시 APEC 및 ASEAN 지역 포럼 창설에 기여했으며, 화학 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2009년까지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 총장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 국립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핵군축비확산 리더십 네트워크 (APLN)의 명예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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