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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hong-Ryul
Editorial Writer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Korea
Born in 1966, Park has been working as a journalist for 25 years and is known as a
central figure in Korean media circles. He currently serves as the Editorial Writer of
the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CBS) in Korean, writing columns and editorials
on politics and social issues. Throughout his career, Park also worked as a news
anchor and correspondent reporter to Washington at CBS and wrote two books as
an author. He won the Korea Journalist Award in 2005 and the Journalist of the
Month Award in 1994, winning the biggest honor for reporters in Korea.
Park was the first JAK president to be elected through a direct voting system,
serving as the 43rd and 44th president of JAK. He currently works as a director at
the Korea Press Fund, and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IFJ).
He has been putting forth an extraordinary effort to promote the public role of the
media and journalism, particularly by taking the lead in promoting the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to become an annual event held in Korea since 2013.
Park majored in philosophy at Yonsei University, one of the best private colleges in
Korea, then he went on to acquire master’s degree in journalism at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t Yonsei University, and finished a
Ph.D. course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 is also well-known for coming from a family of journalists with his father and
older brother, which is a quite rar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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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ca Rowe has over ten years experience working in the media
industry in New Zealand, Asia and the United States. She is currently a
senior producer on New Zealand’s leading multi-platform morning show
‘Paul Henry’. In 2013, she completed a one year contract at the China
Central Television headquarters in Beijing, while studying mandarin.
Jessica is completing her Masters degree in Global Diplomacy at
London University’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
She is a St Gallen Leader of Tomorrow, World Economic Forum Global
Shaper, New Zealand China Trade Young Associate and an Asia New
Zealand Leadership Network Advisory boar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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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uclearis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journalism for World Peace.
By Jessica Rowe.
New Zealan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ncouraging denuclearis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ppor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 both through its role in international diplomacy,
and the example it sets to the rest of the world.
New Zealand currently holds a seat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co-sponsored a resolution in March expand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vote wa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in January
which was the fourth since 2006 and also its launch of a long range
rocket in February. These events were widely condemned as a flagrant
violation of UN resolutions.
New Zealand’s support for the resolution was in recognition of the
continued threat North Korea’s actions pose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 measures contained in this resolution were designed to send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 will not benefit from its provocative
and combative behaviour, and that the best path available to it is a
return, in good faith, to negotiations on th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measures are believed to be some of the toughest against
North Korea in two decades.
As part of the sanctions all cargo going to and from the country will be
be inspected, while 16 new individuals and 12 organisations have been
blacklisted. Furthermore, all sales or transfers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o North Korea will be b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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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despite the sanctions, there is escalating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 continues to push ahead with its nuclear
program - threat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South Korea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 joint
inter-Korean industrial zone which had been in operation since 2004.
Tension also escalated last month when the US and South Korean
troops staged a big amphibious landing exercise, storming simulated
North Korean beach defences. A small group of forces from Australia
and NZ also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Such responses are designed to discourage North Korea from
displaying aggressive military force - peace is kept by the reminder of
the consequences of war. However, the greatest prospect for peace
does not involve a show of arms, but instead a move towards
disarmament - th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something New Zealand has supported through its commitment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its passionate stance as a
nuclear-free nation.
In 1984, New Zealand Prime Minister David Lange banned nuclear
weapons and nuclear-powered or nuclear armed ships from using New
Zealand ports or entering our waters.
Under the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 territorial sea, land and airspace of New Zealand
became nuclear-free zones. This has since remained a part of New
Zealand’s foreign policy.
In 1963 the Auckland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
campaign submitted its ‘No bombs
South of the Line’ petition to parliament with over 80,000 signatures.
The petition called on the government to sponsor a global conference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free-zone in the southern
hemi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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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nuclear campaign is the only successful movement of its kind
in the world and resulted in a nuclear weapon-free zone being
enshrined in legislation.
However, New Zealand’s anti-nuclear stance did not come without its
challenges. On 4 February 1985 the government refused the US Navy
ship USSBuchanan entry into New Zealand waters because the United
States would neither confirm nor deny that the warship had nuclear
capability. As a result, within days Washington severed its military and
visible intelligence ties and downgraded diplomatic and political
exchanges.
The position New Zealand has taken against nuclear weapons i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use of suc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oes
not assist in the promotion of peace.
That stance has become a part of New Zealand’s national identity time and time again, the public of New Zealand has spoken out against
nuclear weapons. The voice of the public has been conveyed by the
media - through the coverage of these defining events. New
Zealanders were able to send a message to the Government that
resulted in the nuclear free movement becoming law. And the message
of a nuclear-free nation is one our media delivers to the rest of the
world - one that other nations might do well to learn from.
We as journalists can a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will for
peace by informing our citizens of what is at stake. We can educate
and inform the public about the risk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ctivity, and highlight the steps that may be useful in encouraging
denuclearis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s our duty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media to keep these issues at the forefront of the
discussion worldwide. We need to build an understanding of what
drives conflict in Korea, and the ways in which our countries can help to
address them. If an informed public speaks, our Governments will
listen, and the prosp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a priority for the rest of the world.
19

Conference
Speaker

Hong Duckryul
President
Daegu University
Korea
Educational Background
1980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Sociology
1985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Sociology
1993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Sociology
Professional Experience
▪ Education and Campus Volunteer Related Activities
1988 – Present Professor at Daegu University
1996 – 1997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USA
2009 – Present 10th~11th President of Daegu University
2014 – Present 4th President of Daegu Cyber University
▪ Academic Society Activities
2007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Sociology
▪ National Organizations Activities
Nov. 2006 – May 2008 Member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Jul. 2003 – Jul. 2005 Member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Policy
Planning
Jul. 2003 – Jul. 2005 Policy Advisory Committee Member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ec. 2009 – Dec 2010 Professional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tegration
Nov. 2015 – Present Member of the University Accreditation Committee
▪ Media & Press Activities
Apr. 2008 – Aug. 2009 Host of <PD Report Gaze>,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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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Pr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orld Peace: ‘Witnesses of War’ or ‘Mediators for
Peace’
Hong Duckryul, Ph.D.
President of Daeg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 Today’s world suffers from violence and conflict. Due to institutionalized
terror and conflict, we live in a dark era, where no place on Earth is safe.
However, most of the terror and conflict that threaten the 21st-century
global village resemble regional wars. This tendency shows the critical
features of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Multi-polar and Diversified
Global Era,’ which appeared at the end of the Cold War which had divided
the world for the last half century.
However, in addition to ‘institutionalized terror and conflict,’ which has been
called the ‘21st Century’s Danger,’ the Korean peninsula is exposed to
another tragedy, namely the legacy of the ‘tragedy of the 20th century’s
Cold War system.’ The Korean peninsula is a land of ‘old era tragedy,’
where past conflicts from the Cold War still remain. In fact,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region on Earth still suffering from a failure to eliminate
the tragedies of the Cold War and still burdened by additional new dangers
and risks from the 21st century.
This is the glob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conflict and peace. Sav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regional
violence of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Global Village Era,’ that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every corner of the Earth, and from the ‘crisis of the
past Cold War system’s full-scale war (including nuclear threats), is
significant to global history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Post-Cold War Era, and Peace’ are
not only the concern of the 70-million citizens of the Korean peninsula, but
have also become an ‘unyielding value’ of all global citizens who cherish life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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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another side to its global-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during the era of imperialism, the country suffered
a brutal period of colonial occupation. Then, in the late 20th century, during
the Cold War, it experienced a devastating war. Both cases cannot be
understood outside the context of the 20th century’s world history.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an ethnic group and a country
that lived through the 20th century in a most painful way.
After overcoming such tragedy, South Korea succeeded in industrialization
and the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with the support of its peaceand justice-loving allies. South Korea has now become a leading country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hen it was once a poor nation
that received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t
has also successfully overcome two crises, namely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any of the world’s
developing countries have taken an interest in South Korea’s development
models and are learning how to emulate them. South Korea has become a
country that plays an important bridging role in achieving world peace and
mutual prosperity, while connecti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South Korea is a proud asset to
humanit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closed and unusual
nations on Earth and has succeeded power hereditarily for three
generations. It is also a country that protects the safety of its regime by
relying on violence, terror, and brinkmanship, both externally and even
toward its own people. It is humanity’s greatest problem in terms of world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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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 peacefully resolv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effort
and attention from around the globe as well as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following requests are made to people around the world,
beyond just those on the Korean peninsula: insight toward the globalhistorical signific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termination to
gather strengt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orld citizenship to
cooperat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and specific action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system of cooperation to
establish trus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 doubt, it is a
challenging task. However, there can be no other choice, for its inevitability
is undeniable.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is task is given to the press.
The press is virtually the only mechanism that can handle ‘communication’
within Korea, between the two Koreas, and furthermore, at a global level.
This is because the press is, in fact, the only channel that enables rational
communication through in-depth analysis of structural contexts beyond
fragmented and emotional responses.
When the press provides disjointed and superficial information, while
disregarding the global-historical context of conflict, the Cold War, and
terror and the social scientific analysis of it, a rational decision to establish
peace will be impossible. If the press instigates and leads an emotional
response to ‘conflict and dispute,’ the results will be inevitably fatal. I think it
is necessary to spread a consensus toward structural and global benefit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ongoing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This is an important challenge that
only the press can handle.
Of course, the press may say that they fulfill their role by delivering
undistorted facts as objective observers. It is not wrong to say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is to find ‘facts’ and to help people express
their opinions freely. However, the topics covered by the press often require
‘ethical commitment’ beyond just mechanical judgment. The treasure of the
truth exists beyond simple facts that can be easily identified; thus, finding
this truth is a critical, ethical, and professional task that is unique to
journalists. Journalists must have an attitude of unlimited liability toward
‘universal values’ such as world peace, while looking fairly and thoroughly
at context in a balanced manner in order to fi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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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ESCO, which is dedicated to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is one
of the many specialized UN agencies. As of 2016, 195 countries are
participating as members. UNESCO has established the ‘Professional
Journalistic Standards and Code of Ethics’ and trains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to follow it. This code specifies that journalists “should actively defend
universal values such as humanism, peace, democracy, human rights,
social progress, and national freedom and strive to achieve them.” In
addition, it also contains information stating that “freedom of expression and
unrestrained access to information are crucial factors for ‘world peace’ an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can be said that
this, in turn, means journalists should not instigate war, conflict,
discrimination, and hatred for the benefit of a certain country or a particular
group or for the sake of attention-grabbing headlines under the mask of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Journalists are asked to work as ‘peace
activists,’ rather than just observers at the crossroads of good and evil,
anger and self-control, and conflict and reconciliation.
Meanwhile, thanks to the 21st century’s digital revolution,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have all but disappeared, allowing anyone to access news
anytime and anywhere. The overall ecosystem of new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s undergoing a revolutionary change. Not
long ago, ‘AlphaG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by Google DeepMind,
easily defeated the world’s best Go player, Lee Se-dol. Traditional roles
that journalists used to fulfill in financial markets, sports, traffic reporting,
and weather forecasting have quickly moved to artificial intelligences.
‘Robot Journalism’ is no longer an unusual phenomenon.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in which robots and machines cannot replace humans. These
are, as pointed out earlier, the areas of finding truth and defending universal
values. Robots cannot understand a request to find insight into the
‘signific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the globalhistorical dimension’ with ‘historical responsibility as a guardian of peace’
on top of such insight.

24

ConferenceㆍHong Duckryul
⦗4⦘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precarious. North Korea has
continued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test missile launches,
whil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sponded with the largest
military exercises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The six-party talks have
all but vanished, an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increase.
The Korean peninsula still cannot escape from the horrors and instability of
war, nor abandon the fetters of its Cold War past.
In fact, an even more unfortunate thing is that in my opinion, some of
Korea’s domestic press and the international press do not seem to strive
actively for peace and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ccasionally,
I feel as though there are approaches and coverage that may encourage
hostile confrontation and war.
This may just be due to an individual journalist’s lack of insight. Or, it may
be due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a press that is, at times, subordinate to
immoral power and capital, which has a stake in conflict rather than peace.
Dangerous peace-keeping activities sometimes require journalists to risk
their status as journalists or even their lives.
No matter what the reason, inciting conflict, violence, and tension is
unacceptable. Likewise, it is ineffective when journalists work for peace
individually. They must correspond as a whole when confronting attempts
to strengthen violence and conflict. It is necessary to form a ‘joint response
and solidarity for peace.’ It is necessary for the ‘global solidarity of healthy
citizenship’ beyond journalists’ solidarity. That is also the role of journalists
who feel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peace.
The Korean peninsula is now, more than ever, in desperate need of help
from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who feel a responsibility toward world
peace. It is my hope that journalists from around the world will play an
active role, so that South Korea can serve as a valuable asset of humanity.
I look forward to a future where journalists’ efforts toward world peace can
reap a tangible result throug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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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 can only be solved at the
negotiating table
Qimin Wu
(The People’s Daily, China)
Peace and st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issue. For years now, the People’s Daily has stood by a basic
truth concerning nuclear armament in the region, that is,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North Korea’s nuclear tests are not in the interests of
any party in the region.
March 2, 2016 was an important day for the region a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unanimously adopted Resolution
2270. It has been widely reported that the resolution imposes new
sanctions and tightens some existing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ue to the country's ongo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activities that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owever, I feel it is important to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sanctions are only one part of the resolution – a fact that
many in the media have failed to reflect in their report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n issue that the media
should approach rigorously and with all seriousness. While Resolution
2270 does in fact include plans for further sanctions, it also expresses
concerns about the severe difficulties the people of the DPRK face and
makes it clear that the resolution itself bears no intention to cause any
negative impact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DPRK. The resolution goes to great
length to reaffirm the aim to maintain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 restate support for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the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hrough peaceful means and that relevant parties
refrain from acts that could aggravate tension; and reiterate the US and
DPRK’s promises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seek peaceful
coexistence and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s set out in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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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media has chosen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However, some Western media
outlets have gone so far as to hint at the idea that China may not live
up to its responsibilities when it comes to the resolution. For example,
one outlet reported that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much depends, however, on whether China will enforce it.”
In our eyes such “analysis” obfuscates the truth, as it seems to ignore
the fact that China has always been responsible and constructive when
handling international affairs, specifically in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The spokesman for Chin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noted that China hopes that “the resolution can be fully and earnestly
implemented.”
In answer to a question raised by a South Korean journalist,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stated that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SC, China has the obligation and capability to implement any
resolutions passed by the UNSC, to include Resolution 2270.
As journalists, we have a duty to uncover and present the truth, provide
logically compelling arguments and offer up our opinions so that they
may be judged by the general public. Through our reporting, the
People’s Daily has presented the case to the public that this is a
resolution with a definite target, a resolution that calls for all parties to
ease tensions, a resolution that can advance peaceful dialogue, a
resolution that fully considers the humanitarian situation and people’s
livelihood in the DPRK.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China plays a unique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pposes any actions that
violate nuclear non-proliferation in the region or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Bring the DPRK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s the
correct path to take here, as such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anctions are a means to this end rather than ends in their ow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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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wo months, the People’s Daily has published two
commentaries explaining China’s stance on this issue. One
emphasized that “the resolution should be viewed as a new start and a
stepping-stone towards a political solution.” The article further pointed
out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its roots in the serious
distrust that formed during the Cold War, and that the only way to turn
the situation around is to restart the Six-Party Talks as soon as
possible. The other commentary pointed out that “as its largest
neighbor, China will not sit idly by if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severely undermined. China will not permit any
unwarranted damage to its own security and interests.” The article
urged all relevant sides to have patience and courage, and
demonstrate the goodwill needed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Denuclear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the issue concerning the armistice is a legitimate
concern of the DPRK. China has put forward proposals that pursue, in
parallel track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We
believe that these two objectives can be negotiated in parallel,
implemented in steps and resolved with reference to each other. As
regards to other proposals, such as flexible contacts in a three-party,
four-party or even five-party format, we value any initiatives that help to
bring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n summary, I would like to quote two famous sayings about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peace. Napoleon Bonaparte
once said, “There are only two forces in the world, the sword and the
spirit. In the long run the sword will always be conquered by the spirit.”
My other quote comes from the inscription on the stone wall at the
entrance to UNESCO headquarters,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s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As journalists, we are all committed to the cause of world
peace and hold high our peace-loving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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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Reporter
World Services Section
Kyodo News
May Graziella Masangkay has been a staff reporter of the World
Services Section of Kyodo News since January 2000. She has covered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and the Prime Minister's Office for
stories on diplomacy, defense and government policies. During her
stint as a writer on Japanese diplomacy, she has traveled to Chin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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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trips to Asia and the United States. She has also written
stories on the Tokyo currency and stock markets, and the Japanese
corpor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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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Role i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ACKGROUND: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tricky one and comes at a very challenging time in the wake of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and rocket launch, perceived as a banned
ballistic missile launch, earlier this year, triggering an international
outcry and prompting the U.N.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impose
tighter sanctions against Pyongyang.
Keeping in step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 has also
expanded its unilateral sanctions on the North. As one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which will likely face the brunt of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Japan needs to keep North Korea in check. At
the same time, Japan is in a difficult position given its own outstanding
issues with the North and needs to prudently exercise its "carrot and
stick" policy which calls for a balance in using "dialogue and pressure."
Let us take a look at Japan's relations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especially in the nuclear issue, and its role in efforts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ASIC DATA ON JAPAN-NORTH KOREA TIES
-- Japan and North Korea have no diplomatic ties.
-- Japan seeks a comprehensive resolution of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with North Korea including abduction, nuclear and missile
issues.
-- Japan-North Korea ties reached a crucial stage in September 2002
when then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visited
Pyongyang for the first time. The North admitted to having abducted
Japanese nationals decades ago, and Koizumi and the lat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signed the landmark Pyongyang Declaration
to seek early normalization of bilateral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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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bduction issue remains a key obstacle to normalizing bilateral
ties. Japan officially lists 17 nationals as having been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in the 1970s and 1980s. Five of the 17 were
repatriated in 2002, but Japan continues to seek the return of the
remaining abductees and also says North Korea is involved in many
more disappearances.
-- Japan continues to seek for convincing explanations on the
abduction issue. North Korea had promised to reinvestigate the fates of
the abductees through a special panel following an agreement with
Japan in 2014 but the North later unilaterally nullified this by dissolving
the panel in response to Japan's new sanctions this year.
-- Japan has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following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firing and nuclear tests over the past
decade.
-- Japan maintains that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with its "military-first" politics, cannot be tolerated.
-- In its 2015 white paper on defense, Japan say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ses a grave threat to Japan’s
security and significantly impairs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 Japan is a member of the six-party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The talks, which also involve the two Koreas,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en stalled since 2008.
-- Japan has been active in raising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on
the international stage. For this year, particularly, Japan is especially
visible on the U.N. Security Council after becoming a non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since January for a two-year term. It is
Japan's 11th time to assume such a post, a record for any nation.
-- Japan has strengthened it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ts
close ally,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ir tr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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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bid to expand Japanese troops' role abroad, Japan's new
security laws took effect on March 29, 2016. The legislation was
enacted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ly severe security environment
facing Japan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JAPAN'S LATEST SANCTIONS ON NORTH KOREA
-- Japan's new sanctions adopted in February following Pyongyang's
latest nuclear test and rocket launch are as follows:
1) reinstate the sanctions it lifted in July 2014 in return for North
Korea's launch of new probe into Japanese abductees.
2) ban remittances to North Korea in principle.
3) ban reentry from North Korea of Japan-based foreign engineers
involved in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4) ban from entering Japan ships that have visited ports in North Korea.
WHAT MORE CAN JAPAN DO IN DENUCLEARIZATION EFFORTS?
While implementing stronger sanctions on its own, the way to go is
to engage mo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art in
moving forward efforts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Japan can try to use as
leverage its status on the Security Council to throw more weight on
stronger collective sanctions. Japan can also continue to explore ways
to resume the six-party or multilateral talks. Also key would be Japan's
closer security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ilaterally
and in a trilateral frame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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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k Kenneth Choi
Deputy Editor of Strategic Planning News Desk
Chosun Daily Newspaper
Korea
Mr Woosuk Kenneth Choi is the deputy editor of Strategic Planning News
Desk at the Chosun Daily Newspaper. 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Executive Vice Chairman of the Journalist Association of Korea. He has
been the President of Korea Automotive Journalist Association since
2014.And he was elected to the Executive Board of the International Press
Institue(IPI) in March 2016.
Prior to his current poisition, he was deputy editor of business desk at the
newspaper, covering automotive, ship building, trade, etc. He was the
Editor of Political News at TV Chosun. He was the Blue House
correspondent covering news regarding the President of Korea. He recently
traveled with the President to the US and China for the summit meetings.
He was also responsible for business department prior to his post in the
Political News. He was in charge of market coverage in global automotive
news as well as foreign investments around the world.
He was in charge of launching the Chosunilbo’s broadcasting business in
2010 and forging Chosun’s alliance with Chinese TV networks such as
Chungqing TV, Guangdung TV, CICTV, among others.
Mr Choi was also a Washington Correspondent from 2005~2009. He
cover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Korea-US bilateral relationship,
Korea-US FTA, Korea-China FTA and East Asian geopolitics.
Since he joined the Chosunilbo in 1992, Mr Choi has covered political
affairs, social affairs, and business and economics for the past 25 years. He
holds a BS from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and MPA from Harvard
Kennedy School. He also holds an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 is a Media Leader of the Davos Forum in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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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the Korean peninsula must remain nuclear free. No question
about this. And second, there must not be any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s long as these two objectives are met, it is easy to to
describe what media should do to maintain the global peace.
Before, I mention about what today’s media should do to maintain
peace, I would like to cite a couple of historical examples in which
media moved the public opinion for war.
As you all know that the American-Spanish War in 1898 was instigated
by the two American media mogul, Joseph Pulitzer and William Randolf
Hearst. These two journlists agitated the US public opinion for war.
After the US Navy battleship Maine in Havana harbor sank, political
pressures amounted to a war. In the end, about 15,000 people dead
from both sides, and the Spainish Empire relinquishing Cuba,
Phillippines, Guam, Puerto Rico to the US, the war ended. Let’s
suppose this war was a part of international political regime change.
This was an occasion that the US rose to the international arena by
defeating the mighty Spanish Empire. Anyway, the two journalis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war.
I would like to cite another case. In 2013 the international media
released relentless reports about a possible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tension escalated because of North Korean military
actions such as missile test firings and nuclear tests. When many
prominent foreign journalists arrived in Korea, they were busy filing
stories that a war was imminent and anavoidable. However, the South
Korean society remained calm and most Koreans spent their days as
usual. In short there was no panic, no shortages of food, no chaos.
Everything was normal. So I asked one of my friend from the major
international network whether he really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a
war. He said, “Not at all. But my boss from the HQs is ordering me to
file stories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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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journalists know that we must file extra ordinary stories to appeal to
our editors and readers. Otherwise, our filings will never pass the desk
of our editors. But we must not distort the whole picture. Our job is to
report what is happening on the field, not distort facts to pass the desk
of editors back home. Our job is to report facts. This is non-negotiable.
Korean journalists have extra burdens when it comes to reporting about
our own military conflicts in our home territory. We are still at war with
North Korea. The war was ended in 1953. Yet, neither side signed a
peace treaty. The peace treaty should be signed by the two Koreas but
North Korea insists to sign a peace treaty with the US, which is like
apples and orange signing a treaty. We call North Korea come to the
table and sign a peace treaty with the South.
When North Korea test nuclear bombs and fires missiles, most South
Korean media condemns such actions as the global media does. Yet
we take very cautious steps when reporting because the Korean media
does not want to push the situation to the brink of war. This is a matter
of our own life and death issue.
At the same time, we must portray the Korean public opinion that
Koreans would not budge to any threats from North Korea, that
Koreans are willing to stand up to injustice, that Koreans would unite to
defend our territory, etc.
So finding a fine line between reporting accurately and representing
Korean public’s firm committment to standing up is not an easy task.
But again, this is our fate as media all over the world faces.
Another issue the Korean media faces today i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bout military issues. The Korean media strives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safe guarding the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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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lcusion, it is not easy to define what is correct and what is not
when reporting issues regarding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modus operandi is that we repor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reedom of press. Because freedom of press is the
icon of democracy and we live in a democratic society, we, journalist,
must always keep this idea as the utmost value when we perform our
job.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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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로얄 빅토리아 기사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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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발표자료

콘퍼런스
사회자

박종률
CBS 논설위원
한국

박종률은 올해 51세로 25년째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의 중견 언론인이다.
현재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의 논설위원(Editorial Writer)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와 사회분야의 사설과 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박종률은 그동안 CBS에서 뉴스앵커와 워싱턴특파원 등으로 활동했고, 2권의 저
서를 출간했으며, 일선 기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박종률은 한국기자협회 역사상 최초로 회원 직선투표를 통해 제43대, 44대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언론인공제회 이사와 국제기자연맹(IFJ) 집행위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세계기자대회(WJC)의 한국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언론의 공적
역할과 저널리즘 구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한국의 사립명문인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
원 신문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 그의 가족은 아버지와 형이 모두 기자를 지낸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3부자 기
자’ 가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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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로위
중견 프로듀서
미디어 웍스, 티비3 뉴질랜드
뉴질랜드

제시카 로위(Jessica Rowe)는 지난 10년간 뉴질랜드, 아시아, 미국을 넘나
들며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손꼽히는 멀티플랫폼 모닝쇼
‘폴 헨리(Paul Henry)’에서 시니어 프로듀서로 재직 중이다. 2013년 제시카
로위는 중국 CCTV 베이징 본사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며 중국어를 공부했다.
런던대 소아즈(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국제외교학
석사학위를 수여 받고 현재 성갈렌 리더스 오브 투머로우(St Gallen Leader
of Tomorrow),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셰이퍼(Global Shaper), 뉴질랜드중국 무역 청년협회) New Zealand China Trade Young Associate), 아시
아-뉴질랜드 리더십 네트워크 자문단(Asia New Zealand Leadership
Network Advisory)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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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제시카 로위(Jessica Rowe)
뉴질랜드는 국제외교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아태지역 평화안보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북한
에 대한 국제제재의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결의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지지는 2006년부터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을 감행한 데 이어 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많은 국
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UN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비
난했다.
뉴질랜드는 북한의 행동이 국제평화와 아태지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
다는 판단 하에 북한결의안을 지지하게 되었다.
결의안에 담긴 제재방안을 보면 북한이 도발적, 전투적 행동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거둘 수 없으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새롭게 포함된 제재방안은 지난 20년 동안 적용되었던 방안보다 한층 더 강
도가 높을 전망이다.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모든 화물은 검색을 받아야 하
며, 16명의 인물과 12개의 기관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형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를 북한에 팔거나 이송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만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운영하던 남북경제협력구역 개
성공단(KIC)을 폐쇄하기에 이른다. 지난 달 한미가 북한 가상 해안선방어 침
투를 위한 대규모 상륙연습을 실시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한 번 얼어붙었다.
이 한미 군사작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소규모로 참여했다.
이러한 대응은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력을 보이지 못하도록 기를 꺾고, 전쟁
의 가능성을 상기시켜 주며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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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정한 평화란 무력시위가 아닌 군축을 향한 움직임, 즉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그 동안 핵확산금지제도
적극참여, 비핵국가 유지발언 등을 통해 꾸준히 비핵화를 지지해왔다.
1984년 데이비드 레인지 뉴질랜드 총리는 핵무기를 금지한 데 이어
원자력선이나 핵무장 선박이 뉴질랜드 항구를 이용하거나 뉴질랜드 수역에
들어오는 것 역시 금지했다.
1987년 제정된 뉴질랜드 비핵지대 – 군축 및 군비규제법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에 따라 모든
뉴질랜드의 영토, 영해, 영공은 비핵지대로 지정됐으며, 이 법은 그 이후
뉴질랜드 외교정책의 한 기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63년 오클랜드핵비무장운동(CND) 당시에는 ‘핵무기 없는 남반구(No
bombs South of the Line)’라는 이름의 탄원서가 8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정부의 직접적 후원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남반구 내 비핵지대설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있었다. 이 반핵운동은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한 성공적
반핵운동으로 남아있으며 법률로 지정된 비핵지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반핵운동 역사에도 여러 난관이 있었다. 1985년 4월
4일, 뉴질랜드 정부는 핵무기 보유 여부를 밝히지 않은 미 구축함 USS
Buchanan의 뉴질랜드 해역 진입요청을 거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뉴질랜드와 군사정보협력을 눈에 띄게 줄이기 시작했고, 외교적 정치적
교류도 축소했다.
뉴질랜드의 반핵정신은 이러한 대량살상무기가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단호한 정신은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으며, 예나
지금이나 뉴질랜드 국민은 공공연하게 반핵 의사를 밝혀왔다. 이러한 대중의
목소리는 이들의 저항을 기사로 내보내는 언론에 힘입어 도처로 퍼져나갔다.
뉴질랜드는 정부에게 의사를 전달했고, 비핵운동은 법제화되었다. 또한
핵무기 없는 국가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언론을 타고 세계로 흘러가고
있으며, 비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국가에 도움이 될만한 단초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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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론인으로서 시민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는 중
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끌어 모을 수 있다. 북한
의 핵활동이 어떠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교육할 수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해 줄 수 있다. 국
제 언론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세계 담론의 표면으로 이끌어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한국의 갈등이 왜 생겨났고, 각 국가가 이를 해결하
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을 받은 대중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한반도 평화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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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 ‘전쟁의 목격자’ 혹은 ‘평화의 중재자’ 대구대학교 총장 홍덕률
⦗1⦘ 세계가 폭력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테러와 분쟁의 일상화’로
우리는 지구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는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테러와 분쟁은 대부분 국지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 반세기 세계를 양분했던 냉전체제가 해소되고
등장한 ‘탈냉전 시대’, 그리고 ‘다극화다원화된 지구촌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테러와 분쟁의 일상화’라고 하는 ‘21세기 위험’ 외에 또
하나의 비극에 추가로 노출되어 있다. 다름 아닌 ‘20세기 냉전체제의
비극’이다. 한반도는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 구도가 잔존해 있는 ‘구시대
비극’의 땅이다. 한반도는 냉전시대의 비극을 청산하지 못한 채 21세기의
새로운 위험 요인들을 추가로 떠안은 채 신음하고 있는 사실상 지구상의
유일한 지역인 것이다.
그것이 분쟁과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구적⦁역사적 의미이다.
지구촌 구석구석에까지 일상화된 ‘탈냉전시대-지구촌시대의 국지적 폭력’과
과거 ‘냉전체제의 전면전(핵위협을 포함하여) 위기’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 지구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탈냉전과 평화’는 한반도 7천만 주민의 관심사를 넘어,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시민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20세기 전반기
제국주의 시대에 혹독했던 식민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
냉전시대 때는 참혹했던 전쟁을 겪었던 나라다. 둘 모두 20세기 세계사의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한민족과 한반도는
20세기를 가장 아프게 헤쳐온 민족이요 나라였던 것이다.
그런 비극을 딛고 한국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우방들의 지원으로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와 정보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공적개발원조(ODA)에 앞장서는 국가가
되 었 다 . 나 아 가 1997 년 의 IMF 외 환 위 기 와 2008 년 의 금 융 위 기 도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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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고 있
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중
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한국은 인류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되어 있으면서 3대째 권력을 세습해 가고
있는 비정상 국가이다. 국민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거친 폭력
과 공포와 벼랑끝 전술에 기대어 정권의 안위를 지켜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도 인류의 가장 큰 숙제 나라인 것
이다.
⦗2⦘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소해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에 대
한 깊은 통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단,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세계시민 정신, 한반도 신뢰와 평화
구축을 향한 세계적인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 등이 한반도 주민
을 넘어 전세계 시민들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도 어려운 과
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언론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한국 안에서
는 물론이고 남북한 사이에,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까지 ‘소통’을 책임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단편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넘
어 구조적인 맥락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을 통해 이성적 소통을 가능하게 해
줄 사실상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분쟁과 냉전과 테러의 세계사적 맥락과 그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도외시한 채 파편적이고 표피적인 정보만 제공하게 되면 평화를 구축해 가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언론이 앞장서서 감정적 대응과
‘갈등과 분쟁’을 부추긴다면 그 결과 역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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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조적이고 세계적인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해 확산시켜 가는 것도 필요하다. 언론
외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물론 언론은 냉정한 관찰자로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누구나 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언론이 다루는 주제들은 기계적 판단을 넘어 ‘윤리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다. 진실이라는 보물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찾아내는 일은 특별히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이면서 윤리적이며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진실을 찾기 위해
공정하고 균형감 있고 또 맥락을 두루 살피는 한편으로, 언론인은 인류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UN 특별기구들 가운데는 ‘교육⦁과학⦁문화’를 전담하는 UNESCO가
있다. 2016년 현재 195개국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 UNESCO는
‘전문적 언론인의 기준과 윤리강령’(Professional Journalistic Standards
and Code of Ethics)을 제정하고 세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를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위 강령은 “언론인은 인본주의, 평화, 민주주의, 인권, 사회적
진보 및 민족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적극 옹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제약없는 접근은 ‘세계평화’와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객관성 혹은 중립성이라는 가면을 쓴 채 특정
국가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혹은 잘 팔리는 뉴스를 위해 자칫 전쟁과 갈등,
차별과 증오를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과
악, 분노와 자제, 분쟁과 화해 등의 갈림길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평화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21세기 디지털 혁명을 맞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사라졌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뉴스에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스를
생산⦁유통⦁소비하는 생태계 전반도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얼마 전,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대결해 손쉽게 승리했다. 금융시장, 스포츠, 교통사고와 일기예보 등
전통적으로 언론인이 맡았던 많은 역할들이 빠르게 로봇에게 넘어가고 있다.
‘로봇저널리즘’은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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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앞서 지적한 것
처럼 진실을 발굴하고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일이 그것이다. ‘세계사적 차
원에서 한반도 평화가 갖는 의미’를 통찰하고, 그 위에서 ‘평화 지킴이로서의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로봇은 이해할 수 없다.
⦗4⦘ 한반도의 현실은 여전히 위태로운 지경이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
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전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으로 대
응했다. 6자 회담은 이미 오래 전에 실종됐고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가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구시대의 냉전체제 질곡에 내버려진 채 일촉즉발의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내•외의 일부 언론이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
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적대적 대결과 전쟁
을 부추기는 듯한 접근과 보도마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간혹 언론인의 통찰력 빈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평화보다는 분쟁
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부도덕한 권력과 자본에 예속된 언론의 구조적 한
계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과 실천
이 신분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
다.
어떤 사정 때문이든 분쟁과 폭력과 긴장을 부추기는 일은 안된다. 평화를 위
해 노력하는 언론인의 실천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
폭력과 분쟁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언론인의 연대를 넘어 ‘건강한 시
민정신의 세계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것도 평화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을 느
끼는 언론인들의 몫이다.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세계 평화에 책임감을 느끼는 세계 언론인의
도움과 역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이 인류의 귀중한 자산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계 언론인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인류 평화를 향한 세계 언론인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거둬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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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민 우
국제부 부회장
인민일보
중국
이름 : 치민 우
성별 : 여성
생년월일 : 1968년 10월 25일
직책: 인민망(人民网) 국제부 부회장
학력
1987년 8월 - 1991년 7월, 북경경제학원(北京经济学院)
경제정보관리학사
2002년 8월 – 2003년 9월, 영국 워릭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경력
199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인민망 선임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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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대화뿐
치민 우(Wu Qimin)
(중국 인민일보)
한반도 평화안정은 항상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지난 수 년 간 중국
인민일보는 한반도 긴장상황, 북한의 핵실험 등 지역 내 핵무장으로 인해 발
생하는 모든 결과는 지역 내 모든 국가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6년 3월 2일은 UN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안2270호를 채택한 중요
한 날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국제 평화안보를 위
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결의안의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 제재 방안은 결의안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사실이 많은 기사 보도에 제대
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언론이 엄격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결의안 2270
호는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주민이 마
주하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 역시도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이 결
의안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악화하거나, 경제협력을 악
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의안은 동북아 및 한
반도 평화안정 유지, 6자회담 재개 지원, 평화적 방식을 통한 비핵화 노력,
관련국 간 긴장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의 자제, 각국의 자주권을 존중하
겠다는 북미간 약속의 확인, 6자회담 이후 나온 9월 19일 합동 선언문에 담
긴 경제협력, 평화공존의 추구 등 결의안의 본래 목적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
다.
언론이 결의안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이다. 그러나 일부 서양 언론에서 논조를 지나치게 가져간 나머지 중국이 결
의안 이행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
다. 예를 들어 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 결의안 이행이 “중국의 이행여부에 크
게 좌우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분석”은
진실을 흐리는 분석이며, 중국이 국제사회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는 언제나 책임감 있게, 건설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
고 있는 듯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안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이행되
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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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UN안보리의 상임이사
국 자리에 있는 만큼, 중국은 결의안 2270호를 포함한 UN안보리의 모든 결
의안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할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사실을 밝혀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의견은 대중이 읽으며 저마다 판
단을 하게 된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번 결의안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모든
당사국이 긴장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인 대화의 길을 열어
가기 위해 필요한, 북한 주민의 삶과 인도주의적인 어려움을 온전히 고려한
결의문이라는 의견을 대중에 전달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 안보안정을 위협하거나 지역 내 비핵화 노력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불러오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이를 위해 제재 방
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야 한다.
지난 두 달간, 인민일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논평을
두 차례 냈다. 그 중 하나에서는 “이번 결의안이 새로운 시작, 디딤돌이 되어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근원을 보
면 냉전 당시에 형성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은 하루라도 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
른 논평을 보면 “가장 큰 이웃 국가인 중국은 만일 한반도의 안정이 크게 흔
들릴 경우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안보와 국가이해에 부당
한 피해가 오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평에서도 모든
관련국이 인내와 용기를 갖고, 6자회담재개에 필요한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휴전을 둘러싼 여
러 이슈를 보면 북한이 걱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동시에 다루자는 제안을 해왔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해서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후 단
계별로 이행하여 서로의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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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다른 제안을 살펴보면 3자, 4자, 혹은 5자와 같이 유연한 협상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상테이블로 다
시 불러낼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그린 두 가지 명언으로 글을 갈음할까 한
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힘만 있
다, 검과 기백이다. 길게 보면 검이 언제나 기백에 패한다.” 또 다른 명언은
UNESCO 본부 입구에 있는 석벽에 새겨져 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
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언론인으
로서 우리는 모두 세계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힘써야 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소중히 받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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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그라지엘라 마상케이
리포터
교도 통신
일본
메이 그라지엘라 마상케이(May Graziella Masangkay)
스태프 리포터
월드 서비스부
교도 통신사
메이 그라지엘라 마상케이(May Graziella Masangkay)는 2000년 1월부터
교도 통신사의 월드 서비스부에서 스태프 리포터로 근무했다. 외무성, 총리
실 등을 돌며 일본의 외교, 국방,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일본 외
교정책에 대한 글을 쓰던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
을 방문하거나 일본 총리나 외교장관의 아시아, 미국 순방에 동행하기도 했
다. 일본의 외환, 주식시장, 일본기업에 관한 기사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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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
배경: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국제 사회가 금지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 안보리의 한층 더 강화
된 대북 제재 강도 등을 야기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아주 해결하기 어려
운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일본 역시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도발 행위”의 칼끝이 닿아있는 주변국으로써 일본 역시도 북한을 통
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별개의 북한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조심스럽게 “당근 채찍” 정책을 쓰
며 “대화와 압박” 간의 균형을 맞춰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북관계 및 대북정책을 살펴보자.
북일 관계에 대한 기초정보
--일본과 북한은 공식 국교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모든 미해결 북한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다.
--북일관계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수상이 평양을 처음
방문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북한은 수십 년 전 일본인을 납치한 사
실을 시인했고 고이즈미 총리와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북한 정권의 수장 김정
일은 양국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평양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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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문제는 여전히 관계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일본은 공식적
으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총 17명이 북한 납치의 피해자가 된 것
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 중 다섯은 2002년 귀국에 성공했으나 일본은 나머
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고 그 외에도 북한이 관여한 납
치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계속해서 납치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일본과의 협정 이후 특별 패널을 구성하여 일본인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올해 일본이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하자 일방적으로
패널을 해체하고 약속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지난 10년 간 북한이 자행한 대륙간 미사일 및 핵실험을 이유로 대
북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왔다.
--일본은 “선군”정치의 이름으로 핵을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일본의 안보에 지
대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흔
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및 북한의 핵문제
--일본은 핵을 꿈꾸는 북한의 야망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회담에는 남북, 러시아, 미국, 중국이 참여했으나 2008년 이후
로 중단되었다.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활발히 거론해왔다. 특히 1월부터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이 되면서 일본은 올해 UN안보리에서 북핵 문제
에 대한 가시적인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11
번이나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일본은 우방국인 미국, 한국과의 협력, 그리고 삼국간의 협력을 강화해왔
다.
--일본군이 해외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보안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점차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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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근 대북 제재 정책
--북한의 최근 핵실험, 로켓 발사에 대응하여 일본은 2월 다음의 새로운 제
재 방안을 내놓았다.
1) 2014년 7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조사단 창설에 대한 대가
로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적용
2) 북한으로의 송금 원칙적 금지
3)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외국인 엔지니어의 일본 입국금지
4) 북한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비핵화 노력 확산을 위해 일본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하면서 더 많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무기 중지, 한반도 비핵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일본은 안보리
내에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더 강력한 집단 제재를 이끌어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6자회담이나 다자간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
을 지속 탐색해야 한다. 또한 한국, 미국과 양자, 삼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
여 안보협력을 더욱 탄탄히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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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미래기획부 차장
조선일보
한국
최우석 기자는 조선일보 미래기획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자동차기
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3월에는 국제언론인협회(IPI) 본
부 이사로 선출되었다.이전에는 조선일보에서 자동차, 조선, 무역 등을 담당
하는 산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TV조선의 정치부 에디터였으며, 대
한민국 대통령 관련 소식을 담당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로도 근무하였다. 최근
에는 정상회담 차 대통령의 미국 및 중국 순방길에 동행하였다.
정치부에 근무하기 전에 산업부를 담당하였던 그는 세계 자동차 소식은 물론
전 세계의 외국 투자 등 시장 상황 취재를 담당하였다.
2010년 조선일보의 방송국 개국과, 중국의 충칭 텔레비전, 광동TV, CICTV
등 중국의 방송사와 협정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최우석 기자는 또한 2005년부터 2009년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였고,
북핵위기, 한-미 양자관계, 한-미 FTA, 한-중 FTA, 동아시아 지정학문제 등
을 취재하였다.
1992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이래로 최우석 기자는 정치, 사회, 산업, 경제 분
야를 지난 25년간 취재하였다. 그는 월세스터 폴리텍 대학교(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 학사학위를,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에서 행정학 석사학위(MPA)를 취득하였다. 그는 또한 펜
실베니아 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도 취득하였다. 최우석 기자는 스위스 다보
스 포럼 미디어 리더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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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최우석/Woosuk Choi
첫째로,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nuclear-free) 지역으로 유지되어야 합니
다. 여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반도에서는 결코 어
떠한 전쟁도 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충족되기만 한다면 세
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하기에 앞서,
미디어가 전쟁에 대한 여론을 움직였던 역사적인 사례를 먼저 언급하고자 합
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898년 미서전쟁은 당대 미디어 거물 언론인이었던 요
셉 퓰리처(Joseph Pulitzer)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William Randolf
Heast)가 촉발시켰습니다. 두 기자는 미국의 여론을 전쟁에 찬성하는 방향
으로 몰아갔습니다. 미 해군 전함 메인호가 아바나항구에서 침몰하자 전쟁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15,000명의 전사자를 발
생시킨 후 에스파냐 왕국이 쿠바, 필리핀, 괌, 푸에토리코를 미국에 넘겨주면
서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이 국제 정치 체제 변화의 일부였다고 생
각해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강대한 에스파냐 왕국을 격퇴하면
서 국제무대에서 부상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 전쟁에서 두 명의 기자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 세계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행동으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자 한반도에 대
한 전쟁 가능성을 끊임없이 보도하였습니다. 유명 외신기자들이 한국에 도착
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임박한 전쟁 소식을 취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
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평정을 잃지 않았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일상
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공황도 없었고, 식
량 부족도 없었으며,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었
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국제 언론사에서 방문한 제 친구에게 전쟁이 정말
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전혀. 그렇지만
본사의 내 상사가 그런 소식을 취재하라고 지침을 내렸어.”라고 말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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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혹은 독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언론인들은 특별한 소식을
취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취재한 내용은 절대로 데스크에 앉아있는 편집장이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큰 그림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본사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편집장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군사적 충돌에 대하여 보도할 때면 한국
기자들은 부담이 가중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전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 어느 쪽도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조약은 반드시 남북한이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상관도 없는 두 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한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면,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국제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보도로 인하여 상황이 전쟁 일촉즉발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불의에 맞설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로 뭉쳐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여론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보도를 하는 일과 일어서겠다는 한국 대중의 굳은 의지를
대변하는 일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언론으로써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운명입니다.
오늘날 한국 언론이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군사적인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입니다. 한국 언론은 알권리와 국가안보 수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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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아직도 북한과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는 물론 국가안보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할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언론의 자유라는 틀 안에서 보도한
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우리는 민주주의사회
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써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이를 가
장 중요한 가치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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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rganization

Job Title

Name

Argentina

La Nación

Assistant Web Editor

Julieta Ester NASSAU

Australia

Fairfax Media

National Security
Correspondent

David WROE

Austria

Daily Newspaper
“Die Presse”

Journalist

Marlies KASTENHOFER

Bahrain

Gulf Daily News

Reporter

Shahlaa BADAWY

Bangladesh

The Daily Star

Senior Reporter

Shakhawat LITON

Belgium

LE SOIR

JOURNALIST

Philippe REGNIER

Brazil

Veja magazine

Reporter

Marcelo Takeo SAKATE

Bulgaria

BULGARIAN
NATIONAL RADIO

JOURNALIST AND
RADIO HOST

Aleksander RAYCHEV

Bulgaria

UNION OF BULGARIAN
JOURNALISTS

GENERAL SECRETARY

Ivan VARBANOV

Cambodia

Khmer Times Newspaper,
Virtus Media Pte.

Youth Today Editor

Sithyna MUNY

Canada

Esprit de Corps

Publisher

Scott Raymond TAYLOR

Canada

Esprit de Corps

Journalist

Katherine Lynn TAYLOR

Chile

Diario La Nación

Journalist

Nibaldo César MORALES
OSSANDÓN

China

All-China Journalists Asso
ciation

Deputy Chief of Asia Division
of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Lin WANG

China

THE PEOPLE’S DAILY

DEPUTY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NEWS DEPARTMENT

Qimin WU

China

China Daily

Editor

Ting ZHANG

Croatia

Vecernji List

Deputy Editor of
Foreign Policy Desk

Bernard KARAKAS

Czech

Economia a.s.
– Hospodarske noviny

Redactor – Reporter

Marek HUD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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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Timor
Egypt
Egypt

Organization
Timor Post
Daily Newspaper
Asia Journalist Asociation,
AL ARABI MAGAZINE ,
KUWAIT
Ajm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ob Title
Editor

Name
Santina da
Costa ARAUJO

Editor in Chief at
Al Arabi Magazine

Ashraf ELDALY

Professor Assistant

Rasha ABDELLAH

Egypt

The AsiaN

Staff Report at The AsiaN

Radwa ASHRAF

France

Brainsonic / The AsiaN

Art Director /
Journalist & Art Critic

Bilal BASSAL

Georgia

Georgia Today Weekly
Newspaper / Kviris Palitra
Weekly Newspaper

Politics Editor /
Deputy Editor in Chief

Vazha TAVBERIDZE

Greece

SKAI Media Group

Journalist, European Affairs

Stavros Aristeidis
SAMOUILIDIS

Hungary

HÍRTV ZRT.(HUNGARIAN
LANGUAGE NEWS
TELEVISION CHANNEL)

India

SPOTFILMS TV NEWS
FEATURES AGENCY

India

SPOTFILMS TV NEWS
FEATURES AGENCY

SENIOR EDITOR OF
INTERNATIONAL NEWS
(CHIEF EDITOR OF WEEKLY “
ASIA” NEWS PROGRAM)
PRODUCER – DIRECTOR
– CORRESPONDENT-CUM
-CAMERAMAN
SPECIAL CORRESPONDENT

Panorama Television
Editor (National)
(ETV News)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PWI) /
MEMBER OF
Indonesia
INDONESIAN JOURNALISTS INTERNATIONAL AFFAIRS
ASSOCIATION
PERSATUAN WARTAWAN
DIRECTOR OF
INDONESIA (PWI) /
Indonesia
CONFEDERATION OF
INDONESIAN JOURNALISTS
ASEAN JOURNALISTS(CAJ)
ASSOCIATION
PERSATUAN WARTAWAN
INDONESIA (PWI) /
CHAIRMAN OF
Indonesia
INDONESIAN JOURNALISTS INTERNATIONAL AFFAIRS
ASSOCIATION
India

Indonesia

RCTI TV

Editor-in Chief RCTI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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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ábor TÓTH

Pramod MATHUR
Neelima MATHUR
Asheet KUNAL
Theodorus DAR
EDI YOGA

Otto MUNAF

Teguh SANTOSA

Suprapto EDDY

Country

Organization

Job Title

Name

Iran

Shokaran Magazine

President and
Editor-in-chief

Pooneh NEDAI

Ireland

Irish Times

Foreign Policy Editor

Patrick SMYTH

Israel

Yedioth Ahronoth

News Dask Manager

Yoli SEKER

Italy

CORRIERE DELLA SERA

Deputy Editor

Mara GERGOLET

Japan

Kyodo News

Staff Reporter

May Graziella
MASANGKAY

Kazakhstan

News website
Tengrinews.kz

Correspondent-editor,
Journalist

Aidana USSUPOVA

Kenya

Nation Media Group

Associate Editor
- NEWS

Eric Amusala SHIMOLI

Kuwait

The Times, Kuwait

Managing Editor

D' Souza
REAVEN GERRAD

Kyrgyzstan

New Broadcasting
Network channel

Editor of Kyrgyz
editorial office

Akmaral BORUKEEVA

Malaysia

New Straits Times Press

Executive Editor,
Production

Rajan David CHRISTY

Malaysia

New Straits Times Press

Copy editor

Lin Shi LAM

Malaysia

ASIA JOURNALIST
ASSOCIATION (AJA)

VICE- PRESIDENT

Norila MOHD.DAUD

Mongolia

CONFEDERATION OF
EXECUTIVE DIRECTOR
MONGOLIAN JOURNALISTS

Altantsetseg
SUKHBAATAR

Mongolia

Kherlen drilling

MEDIA MANAGER

Ariunzaya
BUDSAIKHAN

Mongolia

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Head of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Infectious Diseases

Tungalag
CHULTEMDORJ

Nepal

Kantipur Publications

Business Bureau Chief

Gokarna AWASTHI

Nepal

The Rising Nepal, Asia
Journalist Association

Deputy Executive Editor,
General secretary of
Asia Journalist Associatio
n –Nepal Chapter

Bishnu GAU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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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ew Zealand

Mediaworks, TV 3
New Zealand

Senior Producer

Jessica ROWE

Nigeria

Daily Trust Newspaper Abuja

Assistant Editor

Abubakar IBRAHIM

Daily Nawa-i-Waqt, Waqt TV,
Islamabad, Pakistan
Monthly Magazine Indus
Chronicle published from
Karachi, Sindh

Resident Editor,
Anchor WAQT TV

Javed AKHTAR

Chief Editor

Nasir AIJAZ

Peru

Diario “El Peruano”,
Editora Peru

Editor of
International Section

Ricardo Fabian VALLAS

Russia

Sputnik (Rossiya Segonya)

Managing news editor

Andrey OLFERT

Saudi Arabia

Al-riyadh newspaper

Executive Editorial
secretary

Yasir ALGHAMDI

Singapore

Asia Journalist Association

Correspondent

Sin Chin LIM

Singapore

Singapore Press Holdings

Infographics Journalist

Billy KER

Singapore

Singapore Press Holdings

Journalist

Manuela Jacqueline
CHUA

Spain

ASIAnortheast.com

Director

Santiago CASTILLO

Sri Lanka

Daily FT

Editor

Nisthar CASSIM

Sweden

Aftonbladet

Journalist

John GRANLUND

Sweden

Aftonbladet

Journalist, columnist

Patrik LUNDBERG

Thailand

Daily News Newspaper

Journalist

Pattraporn PAIBULSIN

Pakista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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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urkey
Turkey

Organization
Job Title
Turkish Radio and TV
Senior Reporter /
Corporation News and Sports
Director of Foreign News
Broadcasts Department
TURKISH RADIO
CAMERAMAN
TELEVISION CORPORATION

Name
Mehmet Tuna ŞANLI
Birtan MORAL

Turkey

The AsiaN

Staff Report at The AsiaN

Mehmet Fatih
OZTARSU

Ukraine

Newspaper Segodnya

Deputy Chief Editor

Mariia TSIPTSIURA

Vietnam

Labor Newspaper

Reporter

Thi Khánh Hòa
NGUYÊN

Vietnam

Thanh Nien Newspaper

Managing Editor

Thế Vinh PHAM

Vietnam

Hanoi Radio and Television

Deputy in chief external
affair department

Pham Thi Kim O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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