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tter of Invitation

I am very happy to invite you to the First World Congress of Security Studies (WCSS) 

hos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RINSA) a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NDU). We hope you will attend this historic and illuminating 

conference on Korean security. To provide you with some background, this event was 

first conceived in the summer of 2016. The motivation for planning this event was that 

the Republic of Korea faces one of the most hostile security situations in the world and 

therefore urgently needs to improve its security studies, and thus, RINSA at KNDU should 

play a key role in dealing with this. After three years, this initiative has borne fruit as the First 

World Congress of Security Studies. I am truly thankful and filled with deep emotion for 

this moment which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efforts of the leadership 

of RINSA and KNDU, and other members that made this event possible. With this in my 

heart, I would be grateful for your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which we hope will be 

illuminating for both you and us.

As you well know, we are standing in the middle of a historical breakpoint as to whether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or not. The insights of pundits 

and experts on security studies are needed more than at any other time. The First WCSS 

is designed to bring forth wisdom from world-leading scholars in security studies for 

pursuing solutions for problems that we are facing. As an inaugurating event, we invited 

Stephen Walt representing Realism, John Ikenberry representing Liberalism, and Peter 

Katzenstein for Constructivism who will deliver their views regard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East Asia. In addition, security experts from all around the world will present, discuss, 

and debate the issues of great power rivalry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order to produce collective wisdom which will be beneficial in solving the conundrum of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 cordially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our historic moment. 

Thank you.

August 2019

Prof.  Joonsub Kim 
Director-General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찾아오시는 길

국방컨벤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전화 일반 : 02-748-0707 / 748-0709

버 스

간선(파랑) :  삼각지역 - 100, 150, 151, 152, 500, 501, 502, 504, 506, 507, 605 

전쟁기념관역 - 740, 110A교대

지선(초록) :  녹사평역 - 용산-2 / 전쟁기념관역 - 용산-3

공항버스 : 6001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200m /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300m

※ 본 학술회의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8월 12일(월 )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전화 :(041)831-6413~5 / 군전화 : 901-6413~5
● E-mail : kndu4212@mnd.go.kr

※  장소관계로 사전통보 없이 참석하시는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국방컨벤션



| 일 시 | 2019. 8. 26(월) - 8. 27(화)

| D a t e | Aug. 26(Mon) - Aug. 27(Tue), 2019

| 장 소 | 국방컨벤션
|Venue| MND Convention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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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개최하는 제1회 세계안보학대회에 여러분을 초청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안보학대회를 개최하자는 기획이 시작된 것은 2016

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세계안보학대회의 기획취지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엄중한 안

보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안보학을 발전시켜 나아갈 절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

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그와 같은 안보학 발전의 중심기관이 되겠다는 것이었습

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드디어 최초의 기획이 결실을 맺어, 2019년 8월 26, 27일 양일간 

제1회 세계안보학대회를 개최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국방대학교총장님과 안보문제연구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

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향한 역사적 변곡

점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안보학 전문가들의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세계안보학대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

여,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그 지혜를 빌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

의이론을 각각 대표하는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판 왈트, 존 아이켄베리, 피터 카젠스타

인 교수가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안보상황에 대해 고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각국에서 온 최고의 안보전문가들이 강대국관계와 북한핵문제에 대하여 

치열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지혜를 산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수많은 지혜들

이 우리가 향후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이 역사적인 토론의 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김 준 섭 교수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프로그램

8.26(월)

시간 주요내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09:30-10:00

개회식 

•개회사 : 김준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환영사 : 이석구 (국방대 총장)

•축  사 : 정경두 (국방부장관)  

1세션: 현실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

10:00-11:00 기조연설Ⅰ: Stephen Walt 교수 (미국, 하버드대)

11:00-11:20 휴  식

11:20-13:00

•사 회 자 : 김영호 교수 (한국, 국방대)

강대국 관계와 동아시아

•�발표자 : Yuan-Kang Wang 교수 (미국, Western Michigan Univ.)

•�토론자 : Leif-Eric Easley 교수 (한국, 이화여대)

북한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발표자 : Zhu Feng 교수 (중국, 남경대)

•토론자 : 김재천 교수 (한국, 서강대)

13:00-14:00 오  찬

2세션: 자유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

14:00-15:00 기조연설Ⅱ: John Ikenberry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15:00-15:20 휴  식

15:20-17:00

  

•사 회 자 : Bastian Giegerich 박사 (영국, IISS) 

강대국 관계와 동아시아

•�발표자 : David Hundt 교수 (호주, Deakin대)

•�토론자 : 박영준 교수 (한국, 국방대)

북한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발표자 : 전재성 교수 (한국, 서울대)

•�토론자 : Keiji Nakatsuji 교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17:30-19:00 만  찬



프로그램

8.27(화)

시간 주요내용

3세션: 구성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

09:30-10:30 기조연설Ⅲ: Peter Katzenstein 교수 (미국, 코넬대) 

10:30-10:50 휴  식

10:50-12:30

•�사 회 자 : Keiji Nakatsuji 교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강대국 관계와 동아시아

•�발표자 : Sven Bernhard Gareis 교수 (독일, Muenster Univ.)

•�토론자 : 류동원 교수 (한국, 국방대)

북한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발표자 : Ivan Sascha Sheehan 교수 (미국, Univ. of Baltimore)

•�토론자 : 김진아 박사 (한국, 국방연구원)

12:30-14:00 오  찬

4세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학의 제언  

14:00-15:00 기조연설 IV: John Mueller 교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15:00-15:20 휴  식

15:20-17:00

•�사 회 자 : 장달중 교수 (한국, 서울대)

Bastian Giegerich (영국, IISS)

John Ikenberry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Peter Katzenstein 교수 (미국, 코넬대)

John Mueller 교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17:00-17:10 폐회사 : 김준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Program

Aug. 26 (MON)

09:00~09:30 Registration (MND Convention)

09:30~10:0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  Joonsub Kim (Director-General, RINSA) 
LTG. Seok Gu Lee (President, KNDU) 
Kyeong-doo Jeong(Minister, National Defense) 

Session #1 :  East Asian Security: Realist’s Perspective 

10:00~11:00
Keynote Speech (Realism) 
Prof. Stephen Walt (Harvard University, US)

11:00~11:20 Break 

11:20~13:00

Moderator: Prof. Young-Ho Kim (KNDU, Korea)

Strong Powers’ Relations and East Asia 
Presenter : Prof. Yuan-Kang Wang (Western Michigan University, US)
Discussant: Prof. Lief-Eric Easley (Ewha University, Korea)

N.K.’s Nuclear Issues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r : Prof. Feng Zhu (Nanjing University, China)
Discussant: Prof. Jaechun Kim (Sogang University, Korea)

13:00~14:00 Lunch 

Session #2 :  East Asian Security: Liberalist’s Perspective 

14:00~15:00
Keynote Speech (Liberalism) 
Prof.  John Ikenberry (Princeton University, US)

15:00~15:20 Break 

15:20~17:00

Moderator : Dr. Bastian Giegerich (IISS, UK)

Strong Powers’ Relations and East Asia   
Presenter : Prof. David Hundt (Deakin University, Australia) 
Discussant: Prof. Young-Jun Park (KNDU, Korea)

N.K.’s Nuclear Issues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r : Prof. Chaesung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Discussant: Prof. Keiji Nakatsuji (Reitsmeikan University, Japan)

17:30~19:30
Welcoming Dinner 

All Participants 



Program

Aug. 27 (TUE)

09:00~09:30 Registration (MND Convention)

Session #3 :  East Asian Security: Constructivist’s Perspective

09:30~10:30
Keynote Speech (Constructivism) 

Prof. Peter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US)

10:30~10:50 Break 

10:50~12:30

Moderator : Prof. Keiji Nakatsuji (Reitsmeikan University, Japan)

Strong Powers’ Relations and East Asia 

Presenter : Prof. Sven Bernhard Gareis (Muenster University, Germany)
Discussant : Prof. Dong-won Yoo (KNDU, Korea) 

N.K.’s Nuclear Issues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r : Prof. Ivan Sascha Sheehan (University of Baltimore, US)
Discussant : Dr. Jina Kim (KIDA, Korea)

12:30~14:00 Lunch 

Session #4 :  Wrap-Up Discussion  

14:00~15:00
Keynote Speech  

Prof. John Mueller (Ohio State University, US)

15:00~15:20 Break 

15:20~17:00

Moderator : Prof. Dal-joong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Round Table 

Bastian Giegerich (IISS, UK)
Prof. John Ikenberry (Princeton University, US) 
Prof. Peter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US)
Prof. John Mueller (Ohio State University, US)

17:00~17:10 Closing Remarks : Joonsub Kim (Director-General, RIN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