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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세계,
평화와 공존의 길
온라인 화상회의

Seoul Peace Initiative Conference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하면서 세계적인 경제불황, 자국 이기주의, 백신 공유,
소수인종 차별 등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 안보일
뿐만 아니라 도시와 시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도 위태롭게 합니다.

SPIC 협의체는 다양한 학계, 정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고,
연례 학술회의인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평화·안보
어젠다를 선도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직면한 평화·안보 이슈를 진단하고 개인의 일상적인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은
국제적인 평화·안보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
(Seoul Peace Initiative Consortium, SPIC)’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8-9일, 양일간 개최하는 제1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는
‘도시와 세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주제로 SPIC에 참여하는 국제적인 평화·안보
전문가들이 함께 서울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차별과 갈등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공존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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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은 북미, 유럽,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연구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연구기관으로 구성되며,
서울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9개국 13개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자세한 정보 보기 >








서울연구원

노틸러스연구소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토다평화연구소

윌슨센터
태평양세기연구소

SPIC 주요 활동
2021년 SPIC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첫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를
2021년 11월 8-9일 개최합니다.
SPIC 파트너십을 위한 사전회의로
2020년 11월에 서울평화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0 서울평화대화 바로가기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더블린트리니티대학교 탈분쟁정의연구소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로위연구소
오타고대학교
뉴질랜드국립평화분쟁연구소



2020 서울평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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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 2021
프로그램

도시와 세계, 평화와 공존의 길

 2021.11.08. 월
개막식
인사말
축사

 2021.11.09. 화
세션 3 | 평화·안보의 지정학적 접근


서울연구원 유기영

좌장

경희대학교 유현석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연사

지정학적 환경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댄 스미스

세션 1 | 평화·안보 싱크탱크 협력연구의 성과와 과제





좌장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장 남성욱

중국과 미얀마의 위기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PRIO) 스타인 토네손

연사

평화개념의 다양성과 서울시 평화정책 활용방안
오타고대학교 평화분쟁학연구소 강혁민

동북아 신뢰구축
토다평화연구소 케빈 클레멘츠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레짐의 강화: 프로젝트 컨셉트와 업데이트
태평양세기연구소 (PCI) 찰스 모리슨

종합토론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이우태
연세대학교 존 델러리

경계 위 평화구축프로세스: 동서독 도시간 파트너십 사례 중심으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지연

로위연구소 리처드 맥그레거

세션 4 | 메가시티, 서울과 일상의 평화·공존

북아일랜드의 경험과 한국사회 평화역량강화
트리니티칼리지더블린 김동진
종합토론

좌장

서울시립대학교 김민정

연사

유럽 대도시에서 겪은 코로나 팬데믹 - 혐오와 차별
베를린자유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이은정



세종연구소 외교정책실 이면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니엘 콘놀리

서울에 정착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일상적 평화 전략
오타고대학교 국립평화분쟁연구소 이성용

이화여자대학교 브렌단 하우

세션 2 | 동북아와 서울의 미래
좌장

이화여자대학교 박인휘

연사

동북아시아 핵무기 사용 (NU-NEA) 리스크 저감 프로젝트
노틸러스연구소 피터 헤이즈


위험과의 공존: 핵무기와 일상적 평화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APLN) 탄비 쿨카르니
종합토론

경희사이버대학교 이나미
한국외국어대학교 메이슨 리치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국의 접근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메리 케이 마기스타드

트리니티칼리지더블린 주드 랄 페르난도

서울, 경제제재와 안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다
태평양세기연구소 (PCI) 스펜서 김
종합토론

SPIC 2021 참가 등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본 행사의 참석을 위해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의학전문대 키 박

SPIC 사무국

윌슨센터 아브라함 덴마크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spic.conferenc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