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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s mission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gion, 
and the world continues, as do 
our efforts to support scholarship 
and advance positive change for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romotion of 
Korean reunification.”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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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부터 북한 등 

(구)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 동북아 

지역 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바

탕으로 학문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48년 동안 총 

150여회 이상 국제학술회의를 국내외에서 개

최하고, 국내외 45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한·통일 문제와 관련된 

담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IFES) at Kyungnam University was founded in 1972 
as an academic research institute focused on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economies and 
societies in (former) socialist and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Over the past 48 years, IFES has held around 150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in both South Korea and abroad and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discourse on issues 
concerning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through exchange agreements with 45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and overseas. 

IFES commemorated the 47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in 2019.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 specialized school that has grown based on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IFES, celebrated its 30th anniversary. Asian Perspective, the institute’s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commemorated its 42nd anniversary. 

Asian Perspective is now jointly published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This 
is just one example of new partnerships formed between IFES and other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nd abroad. 

IFES continues to hold online forums and publish reports, academic journals and books. 
The institute is focused on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various issues that the Korean 
Peninsula faces, including South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 global governance,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the transforming North Korean economy, and 
regional security-related developments. IFES provides various platforms for established 
and emerging experts to share their opinions. The institute continues to strengthen its 
capacity for research on North Korea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FES will continue to find new paths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e solutions for the major issues fac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oday. The institute will further develop active exchanges with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abroad to find new pathways for research.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Founder of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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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PRESIDENT

MESSAGE FROM THE PRESIDENT

2019년은 연구소가 그동안 이룩한 연구 성과

를 기반으로 성장한 전문교육기관인 북한대

학원대학교의 개교 30주년, 극동문제연구소가 

펼쳐온 47년의 활동과 국제적인 학술지 Asian 

Perspective 42년의 역사를 기념하며 전환 시

대의 동북아와 남북관계를 준비한 한 해였습

니다. 

Asian Perspective 학술지를 존스홉킨스대학교 

출판사와 함께 공동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연

구소는 대내외 기관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

로운 파트너십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해왔습

니다. 

또한 온라인 포럼, 보고서, 학술지 및 단행본 

형태의 출판물도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 이후 한국의 대외관계, 글로벌 거버

넌스, 북한 핵·미사일 및 경제 문제, 역내 군비 

경쟁 및 안보 등을 포함하는 주요 현안을 시의

적절하게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명한 국제 전문가

와 신진학자들의 참여로 다양한 견해를 공유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대학원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연

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통일

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며 

지역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

다. 특히 새로운 연구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박 재 규
경남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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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학문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연구기관으로서 1972년 

설립된 이래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학술 활동을 통해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주로 국제 관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만 특히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활동

•북한, 남북 통일,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관계 등에 관한 연구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각종 세미나, 워크샵, 학술회의, 강연회 개최

•학술서 한국어·외국어 번역 출간

•아시아 및 국제문제 연구 학자, 학생을 위한 각종 연구 지원 등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of Kyungnam University is a research-
oriented think tank with a unique approach. Founded in 1972, this comprehensive 
institution works to promote peace and Korean unification through scholarly 
contributions focus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lthough the institute fundamentally deals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ts 
effects on Korea, we are also concerned about promo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and environment.
We are eclectic in our research activities and committed to excellence.

IFES IS PRIMARILY ENGAGED IN THE FOLLOWING ACTIVITIES:

• Research projects on issues concerning North Korea,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East Asian affairs;

• Organizing and sponsoring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lectures by 
Korean and foreign scholars;

• Publishing original and translated works in Korean and foreign languages; and
• Providing research and library facilities for scholars and students working in 

Asian Studies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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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IFES

연구소 소개 FULL-TIME PROFESSORS AND RESEARCHERS
Jeong Jin Park (North Korean Politics, Inter-Korean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Kwan-
Sei Lee (North Korean Politics, Inter-Korean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Kihl-Jae Ryoo 
(North Kore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Kab-Woo Koo (Peace Studies, Inter-Korean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Woo-young Lee (North Korea Society and Culture, Sociology 
of Knowledge), Moon-Soo Yang (North Korea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Moo-Jin Yang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Negotiation), Jong 
Dae Shin (Inter-Korean Relations, Korea Politics), Keun-sik Kim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Politics and Economy), Jeong-Min Park (North Korea-Russia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y), Phillip H. Park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Sung Kyung Kim (North 
Korea Society and Culture), Jung Kim (Comparative Political Institutions,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Young-Soo Yu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Eul-Chul Lim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ang Man Le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Chinese Political Economy), Gi-hong Yoo (North Korea Politics, Peace 
& Unification), Dong Yub Kim (North Korea Studies/Military & Security), Dean Ouellette 
(North Korea Tourism, International Cooperation), Jin-Gu Cho (Japanese Politics, Korea-Japan 
Relations), Cheol-Wun Jang (North Korean Studies/Military & Security), Kelly Hur (North 
Korea Women’s Rights, International Relations), Yong-Il Mo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US Politics), Byong-Chul Lee (Nuclear nonproliferation), Seo-hwa Park (Law), 
Hyung-Jong Lee (North Korean Social Culture), Soo Yeon Lee (Labor Law and Korean Law), 
Hyeon Wook Song (Social Law and North Korean Law), Sun-Woo Kim (Researcher – Korean 
Modern History), Ji-hye Shin (Researcher – International Studies), Sung-Geun Cho (Researcher 
– North Korean Studies)

STAFF_ Administration Office
Hye Kyung Kim (Human Resources and Publications), Myung-Sook Kim (Finance and 
Accounting), Byeong Hee Choi (Finance and Accounting), Alim Seo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Partnership), Yuni Kang (International Exchange & Cooperation), Yoo-jung 
Lee (Administrative Assistant)

President’s Office 

Daeun Jung (Executive Secretary), Heeyeon Kim (Executive Secretary) 

Computer & IT Office 

Young Hwan Mo (Website Operator and Information Systems & Equipment Management), 
Sang Jun Park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 Equipment Management), Sang Ho Kong 
(Cyberlecture and Technical Support)

Maintenance and Security Office
Jung-kyu Lee, Jong-man Lee, Young-jun Won, Chun-ja Tak, Jang-won Cho, Chang-
yeon Kang, Jonh-ryul Jin, Sang Geun Kim, Ki-chul Shin

LIBRARY
In Jung Cho (Library Operation and Membership System Support), Hyun Jung Park (Library 
Operation and Support)

UNKS_Faculty
Ho-young Ahn (President), Moon-Soo Yang (Vice President of Education and Learning; 
North Korea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Moo-Jin Yang 
(Vice President of External Affairs;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Negotiation), Kihl-Jae 
Ryoo (North Korea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Kab-Woo Koo (Peace Studies, Inter-Korean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Woo-young Lee (North Korea Society and Culture, Sociology 
of Knowledge), Jong Dae Shin (Inter-Korean Relations, Korea Politics), Jeong-Min Park (North 
Korean-Russian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y), Sung Kyung Kim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Jung Kim (Comparative Political Institutions,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Young-Soo Yu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Mee Young Lee, Min Ho Choi, Seung Hae Choi, Hyeon Jung Kim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Woo-young Lee (Director), Hyun Sook Um, Seon kyung Choi, Tae Kyung Kim, Ha Yeon 
Lee, Seong Hee Moon

 박정진 서울부총장

Jeong Jin Park
Vice President of Seoul Campus

이관세 소장

Kwan-Sei Lee 
Director, IFES

딘 울렛 국제실장
(부소장 겸임)

Dean Ouellette 
Vice Director, IFES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김동엽 연구실장

Dong Yub Kim
Director of Research

유영수 기획실장

Young-Soo Yu
Director of Planning

임을출 ICNK센터장

Eul-Chul Lim
Director of ICNK Center

류은미 행정관리실장

Eun-mi Ryu
Director of Administration

임원
DIRECTORS

직원 _행정실
김혜경(인사관리 및 출판물 편집),  

김명숙(재무 및 회계), 최병희(재무 및 

회계), 서아림(국제학술회의 및 대외

교류), 강윤희(국제 교류 및 협력), 이

유정(행정지원)

비서실
정다은, 김희연

전산정보화실

모영환(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 관리), 

박상준(소식지 및 정보기기관리), 

공상호(사이버강좌 지원)

관리보안팀

이정규, 이종만, 원영준, 탁춘자, 

조장원, 강창연, 진종률, 김상근, 

신기철

도서실

조인정(도서실 운영 및 회원제 관리), 

박현정(도서실 운영지원)

북한대학원대학교 _전임교원

안호영(총장), 양문수(교학부총장,  

북한경제, 남북경협, 남북한경제통합), 

양무진(대외부총장, 남북관계, 남북협

상), 류길재(북한정치, 비교정치), 구갑

우(평화연구, 남북관계, 국제정치), 이

우영(북한사회문화, 지식사회학), 신종

대(남북관계, 한국정치), 박정민(북·

러관계, 국제경제), 김성경(북한사회문

화) ,김정(비교정치체제, 비교정치경

제), 유영수(국제정치, 국제안보)

직원_교학지원실

이미영, 최민호, 최승혜, 김현중

심연북한연구소

이우영(소장), 엄현숙, 최선경, 

김정근, 임사라, 문성희

ABOUT IFES

상근연구진

박정진(북한정치, 남북관계, 국제정치), 이관세(북한정치, 남북관계, 남북협상), 류길재(북한정치, 

비교정치), 구갑우(평화연구, 남북관계, 국제정치), 이우영(북한사회문화, 지식사회학), 

양문수(북한경제, 남북경협, 남북한경제통합), 양무진(남북관계, 남북협상), 신종대(남북관계, 

한국정치), 김근식(북한정치경제, 남북관계), 박정민(북·러관계, 국제경제), 박후건(동아시아 

경제개발), 김성경(북한사회문화), 김정(비교정치체제, 비교정치경제), 유영수(국제정치, 국제안보), 

임을출(북한경제, 남북경제협력), 이상만(국제정치경제, 중국정치경제), 유기홍(정치통일, 

북한정치), 김동엽(북한군사, 안보), 딘 울렛(북한관광, 국제협력), 조진구(일본정치, 한·일관계), 

장철운(북한군사, 안보), 허은경(북한과 디아스포라 및 국제관계), 문용일(국제관계·협력, 

미국정치), 이병철(북한학, 핵문제), 박서화(법학), 이형종(북한사회문화), 이수연(노동법, 인권법, 

북한법), 송현욱(사회법, 북한법), 김선우(역사학), 신지혜(국제학), 조성근(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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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s

•통일전략포럼 
 Unification Strategy Forum

•전략대화
 Strategic Dialogues

학술활동
ACADE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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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FES hosts international conferences as part of its efforts to expan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issues impact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Our conferences have long 
provided a venue and channel for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and scholars 
to share new research, exchange informed opinions, stimulate meaningful 
debate, and inspire public discourse.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회의를 주최한다.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공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S

2019. 6. 19   IFES-FNF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도시: 변화와 교류”
 IFES-FNF International Conferences “Urban North Korea: Changes and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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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S2019 ANNUAL REPORT•국제학술회의

참석자  
박재규(경남대 총장), 김선향(북한대학원대 이사장), 바바 요시히사(소카대 총장),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자오젠민(중국문화대 

사회과학대학장),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안호영(북한대학원대 총장), 하르트무트 렌츠(소카대 교수), 조나단 말콤 쿤허스트(소카대 

교수), 김정(북한대학원대 교수), 타마이 히데키(소카대 교수), 팡지엔쿠오(중국문화대 교수), 김용복(경남대 교수),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린쉔샹(중국문화대 교수), 문용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길현(제주대 교수)

Date 
2019-05-15

Organizers
Kyungnam University, 

Soka University (Japan),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Sponsors 
Korea Soka Gakai 

International 

Kyungnam University, Japan’s Soka University and Taiwan’s Chinese Culture 
University have been holding an annual "Peace Forum” since 2017 to 
promote peace research in East Asia and academic exchan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first peace forum was held in Okinawa, Japan in 2017, 
while the 2018 Peace Forum was held in Taipei, Taiwan. The 2019 Peace 
Forum was held on Jeju Island on May 15 under the theme of “Conflict, 
Cooperation, and Peace in East Asia.” Through presentations and debate, the 
forum participants discussed various issues regarding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and among South Korea, Japan, China, Taiwan, and North Korea.

Participants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oshihisa Baba (President, Soka University), 
Kwan-Sei Lee (Director, IFES, Kyungnam University), Chien-min Chao (Dean,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inese Culture University), Bong-Hyun Kim (President, Jeju Peace 
Institute), Ho-young Ahn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artmut 
Lenz (Professor, Soka University), Jonathan Malcolm Luckhurst (Associate Professor, 
Soka University), Jung Kim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ideki Tamai (Professor, Soka University), Chien-kuo Pang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Yongbok Kim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Sang Man Lee (Professor, 
IFES, Kyungnam University), Hsuan-Hsiang Lin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Yong-Il Moon (Research Professor, IFES, Kyungnam University), Moo-Jin Yang 
(Vice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ul-Chul Lim (Professor, IFES, 
Kyungnam University), Gil-Hyun Yang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일시  2019-05-15

주최   경남대, 일본 소카대  

  대만 중국문화대

후원  한국SGI

경남대와 소카대, 중국문화대는 동아시아 평화연구 활성화 및 3개국 간 학술교류 증

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돌아가며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첫 평화포럼은 ‘아시아에서의 평화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2018년 평화포럼은 ‘양안관계 전망과 동아시아 발전’을 주제로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

최됐다. 이번 제주에서 열린 2019 평화포럼에는 “동아시아의 갈등, 협력 그리고 평화”

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협력, 대만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 및 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협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동아시아의 갈등, 협력 그리고 평화
2019 평화포럼

Conflict, Cooperation, and 
Peace in East Asia

Peace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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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S2019 ANNUAL REPORT•국제학술회의

참석자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크리스찬 탁스(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김연철(통일부 장관), 김현수(단국대 

교수), 임동우(홍익대 조교수), 정은이(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테오 클레멘트(킹스칼리지런던 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부원장), 캘빈 

추아(조선익스체인지 프로그램 원장), 황두진(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한국건축가협회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장), 엘리자베뜨 샤바널(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EFEO]한국분원 원장), 사이먼 카커렐(고려관광 대표)

Date 
2019-06-19

Organizers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Kyungnam 
University,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FNF)

Sponsors 
Kyungnam University

Under the theme "Urban North Korea: Changes and Exchanges," IFES and 
its institutional partner, the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co-host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explore changes in North Korea's urban areas. 
Participants shed light on the country's changing urban landscape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society and inter-Korean engagement. Invited 
experts shared their insight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North 
Korea's urban development, real estate market, major cities (including 
Pyongyang, Sinuiju, and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domestic information 
exchange, architecture, and tourism exchanges, among other topics.

Participants 
Kwan-Sei Lee (Director, IFES), Christian Taaks (Head of Korea Office, FNF), Yeon 
Chul Kim (Minister of Unification), Hyun-Soo Kim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Dongwoo Yim (Assistant Professor, Hongik University), Eunlee Jou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o Clement (Research Associate, 
King’s College London), Sangjun Lee (Vice Presid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Calvin Chua (Associate Program Head, Choson Exchange), 
Doojin Hwang (Director, Doojin Hwang Architects/Chairman, Inter-Korean Exchanges 
Committe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Élisabeth Chabanol (Head, 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EFEO]Seoul Office), Simon Cockerell (General Manager, Koryo Tours)

일시  2019-06-19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후원   경남대 통일교육선도 

대학육성사업단

“북한의 도시: 변화와 교류”를 주제로 북한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한 남북

교류를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북한의 도시 개발과 부동산 시장 및 평양, 신의주, 개성공

업지구 등 북한의 주요 도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북한내 지식교류 

및 국제교류, 관광을 통한 교류에 대해 다방면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

리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도시: 변화와 교류
IFES-FNF 국제학술회의

Urban North Korea:  
Changes and Exchanges

IFES-FNF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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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S2019 ANNUAL REPORT•국제학술회의

참석자  
박재규(경남대 총장), 김선향(북한대학원대 이사장), 김연철(통일부 장관), 이수훈(경남대 교수, 前 주일대사), 칼라 프리먼(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Asian Perspective 편집장), 오코노기 마사오(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진징이(중국 북경대 교수), 알렉산더 제빈(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북한연구학회 회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안호영(북한대학원대 

총장), 최완규(신한대 석좌교수, 前 북한대학원대 총장), 박순성(동국대 교수), 최대석(이화여대 대외부총장), 유호열(고려대 교수),

Date 
2019-09-23

Organizers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Kyungnam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NKS)

일시  2019-09-23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 및 북한대학원대 30년, Asian Perspective 창간 42주

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고, 

북한 연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건설적인 담론(Constructive Discourse)을 나누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 및 통일문제의 학문적 연구와 교

육에 있어서 앞으로도 길잡이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다.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미래
북한 연구의 과제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 및 북한대학원대 30주년 
-Asian Perspective 창간 42주년

Changes in East Asia,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allenge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Studies

The 47th Anniversary of IFES, 30th Anniversary of UNKS, and 42nd 
Anniversary of Asian Perspective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of Kyungnam University he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commemorate several anniversaries -- the 47th 
Anniversary of IFE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NKS), and the 42nd Anniversary of Asian Perspective. Participants 
exchanged views on the changing state of affairs in Northeast Asia, discusse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ngaged in constructive discourse on 
the challenges and tasks facing North Korean Studies as a discipline. During the 
event, both IFES and UNK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playing a guiding 
role in education and research on North Korea and Korean reunification.

Participants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eon Chul Kim (Minister of Unification, 
ROK), Su-Hoon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Carla P. Freeman (Executive Director, Johns Hopkins SAIS 
Foreign Policy Institute; Editor-in-Chief, Asian Perspective),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Jingyi Jin (Professor, Peking University), Alexander Zhebin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on-Soo Yang (Vice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Young-Soo Kim (Professor, 
Sogang University), Woo-young Le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o-young Ahn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an-kyu Choi (Chair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UNKS), Sun-song Park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Dae-seok Choi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External Affairs, 
Ewha Womans University), Ho-yeol Yoo (Professor,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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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fication Strategy Forum is one of the IFES's frequently held ad hoc 
discussion forums in which invited experts debate issues pertaining to North 
Korea, Korean reunification, and East Asian security. The forum aims to support 
policy making and policy action through governmental cooperation. It also 
contributes to policy development via participation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Over 60 forums have been held and corresponding reports issued.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 통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통일전략포럼

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통일전략포럼은 대북 정책 입안 및 정책 실행을 분

석 ・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문가 및 전 ・ 현직 공무원, 언론

인 등의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5차례의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관련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통일전략포럼 UNIFICATION STRATEGY FORUM

2019. 11. 28  제65차 통일전략포럼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Unification Strategy Forum No. 65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sessing 2019 and the Prospects fo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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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24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Presenter 
Ji-hwan Hwa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Yong-Hwan Choi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Discussions 
Jeong-cheol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ong Yub Kim (Professor, IFES)

Sang-ki Kim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일시   2019-07-24

사회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이정철(숭실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상기(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제63차 통일전략포럼

UNIFICATION STRATEGY FORUM2019 ANNUAL REPORT•통일전략포럼

Prospects for US-DPRK Rel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Inter-Korean Relations

Unification Strategy Forum No.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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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8

Moderator
Su-Hoon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Round Table 
Min-seok Kim (Minjoo Party of Korea, Vice-Chair of Special Action Committee for 

Japan’s Economic Aggression)

Yun-hyung Gil (The Hankyoreh, Former Tokyo Correspondent)

Won-deok Lee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Hye-kyeong Jeong (Ph.D. History)

Jin-Gu Cho (Professor, IFES)

Sang-gu Nam (Director, Institute on Korea-Japan Historical Issues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시   2019-08-08

사회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라운드테이블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길윤형(한겨레신문, 前 도쿄특파원)

 이원덕(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정혜경(역사학 박사)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소장)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제64차 통일전략포럼

UNIFICATION STRATEGY FORUM2019 ANNUAL REPORT•통일전략포럼

South Korea-Japan Relations: How Should 
We Resolve This?

Unification Strategy Forum No.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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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Presenter 
Son-Taek Wang (Diplomatic Correspondent, YTN)

Jae-hoon Lee (Senior Staff Writer, Hankyoreh)

Yong-hoon Jang (Journalist, Yonhap News Agency)

Discussions 
Se-jeong Jang (Editorial Writer, JoongAng Ilbo)

Ja-ryong Ku (Editorial Writer, Dong-a Ilbo)

Jong-sik Ahn (North Korea Specialist Reporter, SBS)

Sang Man Lee (Professor, IFES)

Jin-Gu Cho (Professor, IFES) 

Dong Yub Kim (Professor, IFES)

일시   2019-11-28

사회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토론 장세정(중앙일보 논설위원)

 구자룡(동아일보 논설위원)

 안정식(SBS 북한전문기자)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제65차 통일전략포럼

UNIFICATION STRATEGY FORUM2019 ANNUAL REPORT•통일전략포럼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sessing 2019 and the Prospects for 2020

Unification Strategy Forum No. 65

Date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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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FES Strategic Dialogues seek to create robust discourse with foreign 
institutions and partners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maximize synergies 
between institutions, and bolster experts’ networks.

전략대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 등에 관해 해외 협력기관과 함께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기관 간 협력을 극대화하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략대화 STRATEGIC DIALOGUES

2019. 7. 22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전문가 방문 간담회

 Delegation from the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visits IFES for a seminar



전략대화

STRATEGIC DIALOGUES2019 ANNUAL REPORT•전략대화 

참석자     

일본 |    오코노기 마사오(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즈미 하지메(도쿄국제대),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히라이와 지(난잔대), 니시노 

준야(게이오대), 이이무라 토모키(일본국제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이관세, 김동엽, 임을출, 이상만, 문용일, 조진구, 장철운

Date 
2019-01-22

Participants 
JAPAN
Masao Okonogi (Keio University), Hajime Izumi (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
Hisashi Hirai (Kyodo News), Shunji Hiraiwa (Nanzan University)
Junya Nishino (Keio University), Tomoki Iimura (JIIA)

IFES
Kwan-Sei Lee, Dong Yub Kim, Eul-Chul Lim, Sang Man Lee, Yong-Il Moon, 
Jin-Gu Cho, Cheol-Wun Jang 

On January 22, 2019, senior Korea experts from Japan visited IFES and 
engaged its faculty members in discussion on various topics including the 
North Korean leader's New Year Address, the then upcoming second US-
DPRK summit, current political issues fac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strained South Korea-Japan relations. Participants at the meeting also 
shared their views regard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public opinion in both countries with regard to Korea-Japan 
disputes.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2019년 1월 22일(화) 연구소를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 연구자들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내용,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

련해 대북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내 문제 해결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추진 방향, 동북아 정세 및 한일관계, 한국과 

일본 내 여론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소는 일본 국제문제연구

소(JIIA) 주관 하에 연구소를 방문한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변화 및 한일관계 등 논의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방문 간담회

The Changing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n-Japan Relations

Meeting Held with Korea Experts from Japan

028 029

일시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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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anuary 28, 2019, the IFES and the Embassy of Canada held their 9th co-
organized interactive roundtable discussion on North Korea. Representatives 
of various foreign embassies in Seoul met with IFES researchers to discuss 
prospects of the Korean Peninsula in 2019, as well as share their views on 
relevant subjects including the North Korean leader’s New Year Address,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state of US-DPRK relations. 

Evaluations on Kim Jong Un’s 
New Year Address

IFES-Embassy of Canada Interactive Roundtable on North Korea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월 28일(월) 대회의실에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2019년 북한 신년사 중심”으로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날 라운드테

이블에는 13개 대사관 관계자와 연구소 연구진들이 모여 김정은 2019년 신년

사 주요내용 분석, 남북관계·북미관계 및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9년 북한 신년사 중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주한 캐나다 대사관 공동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9-01-28

전략대화

Date 
2019-10-15

Date 
2019-01-28

On October 15, 2019, the IFES and the Embassy of Canada held their 
10th co-organized interactive roundtable discussion on North Korea. 
Representatives of various foreign embassies in Seoul met with IFES 
researchers to share their assessments of the outcome of US-DPRK working 
level talks—held earlier that same month in Stockholm, Sweden. Participants 
exchanged views and ideas on a number of relevant topics, including 
expectations and reality of the US-DPRK relationship, recent missile launches 
by North Korea,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oster better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possible roadmap to move US-DPRK relations forward.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월 15일(화) 대회의실에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

과 함께 “북미실무협상 결과 평가(Assessment of the Outcome of the US-

DPRK Working Level Talks)”를 주제로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포함한 영

국·프랑스·독일(평양주재)·이탈리아·스웨덴·핀란드·아일랜드·호주 등 

9개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 12인이 참가해 연구소 연구진들과 함께 스톡홀름 북

미 실무협상 평가 및 향후 북미핵협상 로드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미실무협상 결과 평가

Assessment of the Outcome of the US-DPRK 
Working Level Talks

일시  2019-10-15

030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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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중국 화교대학 국제관계학원 | 린홍위, 황르한, 동청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이관세, 이상만, 조진구, 임을출, 문용일, 이형종

Date 
2019-06-07

Delegates from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Huaqiao University 
visited the IFES on June 7, 2019. The delegation’s visit was led by Dean 
Hongyu Lin and researchers affiliated with the college. The delegation 
engaged in roundtable discussion with IFES faculty to discuss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how to further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academic institutions. 

Participants 
Colle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Huaqiao University
Hongyu Lin, Rihan Huang, Cheng Xiong Dong

IFES
Kwan-Sei Lee, Sang Man Lee, Jin-Gu Cho, Eul-Chul Lim, Yong-Il Moon, 
Hyeong-Jong Lee

중국 화교대학 국제관계학원 연구진이 2019년 6월 7일(금), 오전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를 방문했다. 이관세 소장을 비롯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진

은 린홍위 국제관계학원장 등 화교대학 연구진 3인과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

제구상, 그리고 한중관계’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양 대학 간 학술 교류 문

제에 관해 논의했다.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그리고 한중관계

중국 화교대학 국제관계학원 간담회

One Belt One Road and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Roundtable Discussion with Delegates from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Huaqiao University

일시  2019-06-07

0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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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 옌안린, 우치난, 샤오위쥔, 공커위, 천요진, 지이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이관세, 이상만, 조진구, 김동엽, 임을출, 장철운, 문용일

Date 
2019-07-22

On July 22, 2019, the IFES held a seminar with visitors from the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 Researchers from both sides 
exchanged views on the US-DPRK-ROK summit (held in June 2019 at the 
Korean Peninsula’s demilitarized zone [DMZ]), as well as observations and 
assessments on the broader inter-Korean, US-China, Korea-China, and Japan-
China relations. Since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November 2016 between the IFES and SIIS, the two institutions have 
engaged in active academic exchanges through visits and meetings.

Participants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Anlin Yan, Jinan Wu, Yuqun Shao, Keyu Gong, Youjun Chen, Yixin Ji

IFES
Kwan-Sei Lee, Sang Man Lee, Jin-Gu Cho, Dong Yub Kim, Eul-Chul Lim, 
Cheol-Wun Jang, Yong-Il Moon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9년 7월 22일(월) 오후 연구소를 방문한 중국 상

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진들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측 연구진들은 2019년 6

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미 3자 정상 회동을 비롯해 미중관

계, 남북관계, 북중/한중관계, 한일/중일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은 2016년 11월 4일 MOU를 체결

한 이래 상호 방문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전망: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미중관계, 남북관계, 
북중/한중관계, 한일/중일관계 등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비공개 좌담회

Roundtable Discussion on the Reordering and 
Pro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US-DPRK-ROK Summit at the DMZ and 
US-China, Inter-Korean, DPRK-China/ROK-
China, ROK-Japan/China-Japan Relations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visit to IFES

일시  2019-07-22

034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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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일본 |    오코노기 마사오(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즈미 하지메(도쿄국제대),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구라타 히데야(방위대/글로벌시큐리티센터), 

후루카와 카츠히사(前 UN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위원회), 이이무라 토모키(일본국제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이관세, 강인덕, 이상만, 임을출, 조진구, 김동엽, 딘 울렛, 장철운, 문용일, 박서화

Date 
2019-08-13

On the morning of August 13, 2019, a delegation of Korea experts from Japan visited the IFES. Together with IFES 
faculty, members of the delegation engaged in discussion on recent trends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that North Korea currently faces, and ROK-Japan relations, among other topics. For several 
years, members of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IIA), along with senior and junior experts from other 
leading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Japan, have been visiting the IFES to discuss and exchange views on 
current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issues, inter alia, relevant to the region and the two countries.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2019년 8월 13일(화) 오전 연구소를 방문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 연

구자들은 한반도 주변국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세, 최근 한일관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수 년 전부터 매년 수 차례

에 걸쳐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 주관 하에 연구소를 방문한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세, 
최근 한일관계 등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방문 간담회

Recent Trend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and ROK-Japan Relations

Meeting held with Korea experts from Japan

일시  2019-08-13

2019. 8. 13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박재규 경남대 총장(앞줄 우측 두번째),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앞줄 우측 세번째)을 예방 
  Visiting Korea experts from Japan meet with Kyungnam University president Jae Kyu Park (front row, second from the right) and 

UNKS chairperson of the board Sun Hyang Kim (front row, second from the left) 

Participants 
Japan
Masao Okonogi (Keio University), Hajime Izumi (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 
Hisashi Hirai (Kyodo News), Hideya Kurata (National Defense Academy, Global 
Security, JIIA), Katsuhisa Furukawa (Former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Tomoki Iimura (JIIA)

IFES
Kwan-Sei Lee, Sang Man Lee, Eul-Chul Lim, Jin-Gu Cho, Dong Yub Kim, 
Dean Ouellette, Cheol-Wun Jang, Yong-Il Moon, Seo-hwa Park

036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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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프랑스 외무부 대표단 | 르네 콘솔로, 루이스 듀엣, 산드라 코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이관세, 딘 울렛, 임을출, 김동엽

Date 
2020-01-09

A delegation from the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France visited the IFES of Kyungnam University on January 9, 
2020. Officials from the French foreign ministry, including the advisor and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Cooperation Office in Pyongyang, sat down with 
IFES faculty to exchange views and ideas on the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n Peninsula. 

Participants 
Delegation of the French Foreign Ministry

René Consolo, Louis Doucet, Sandra Cohen 

IFES

Kwan-Sei Lee, Dean Ouellette, Eul-Chul Lim, Dong Yub Kim

프랑스 외무부 대표단이 2020년 1월 9일(목), 오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방문하였다. 르네 콘솔로(René Consolo) 프랑스 외무부 고문이자 평양주재 프

랑스 협력사무소 대표 등 프랑스 외무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전망'

에 관해 연구소 교수진과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한반도 정세전망 등 논의
프랑스 외무부 대표단 간담회

Discussion on the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n Peninsula

Meeting with delegation from the Foreign Ministry of France

일시  2020-01-09

038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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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2

In light of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resurgence of discussion on the 
topic of inter-Korean tourism, the IFES held a seminar titled "Reexamining 
the Mount Kumgang Tourism and Possible Solutions" on November 12, 
2019. Several speakers shared their insights on a variety of relevant topics 
and issues: Sunjik Hong, chief researcher at Kookmin University's Future 
Korea Institute spoke about tourism development at Mt. Kumgang and its 
significance; Professor Zhejun Xu of Yanbian University assessed the outlook 
on North Korea's tourism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Mt. Kumgang 
tourism; and Professor Moo-Jin Yang of UNKS offered proposals on how 
South Korea can strategically respond to the developments to improve inter-
Korean relations. The seminar also featured an expert discussion panel which 
included senior foreign attorney Chan-ho Lee (Kim & Lee LLC), research 
fellow Sangtae Kim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researcher Oleg 
Kiriyanov (Moscow State University), senior economist Young-hoon Lee (SK 
Research Institute), and researcher Sang-geun Le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1월 12일(화),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금

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이슈로 제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는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금강산관광 전

개과정 및 의미: 회고와 평가’에 대해, 쉬저쥔 중국 연변대 경제관리

학원 교수가 ‘북한의 관광산업 전략과 금강산관광: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우리의 대응전략 제언: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

호사,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레그 키리야노프 

모스크바국립대 연구위원,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

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

Reexamining Mount Kumgang Tourism and 
Possible Solutions

Seminar on Reopening Inter-Korean Tourism at Mt. Kumgang

일시  2019-11-12

사회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홍순직(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쉬저쥔(중국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이찬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상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레그 키리야노프(모스크바국립대 연구위원),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상근(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Presenters
Sunjik Hong (Chief Researcher at Kookmin University’s Future Korea Institute)
Zhejun Xu (Professor, Colleg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Yanbian University)
Moo-Jin Yang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scussions 
Chan-ho Lee (Senior Foreign Attorney,  Bae, Kim & Lee LLC)
Sangtae Kim (Research Fellow,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Oleg Kiriyanov (Researcher, Moscow State University)
Young-hoon Lee (Senior Economist, SK Research Institute)
Sang-geun Lee (Researche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040 041



세미나

STRATEGIC DIALOGUES2019 ANNUAL REPORT•전략대화 

     

Date 
2019-12-10

On December 10, 2019, the IFES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Gwanhwamun 
Artee to launch its annual Korean Peninsula Report which examines the major 
events of the past twelve months and prospects of the coming year for the 
Korean Peninsula. Hosted by IFES director Kwan-Sei Lee, the event was attended 
by forty-eight journalists from forty-four newspapers and broadcasters. Speakers 
included IFES professors Dong Yub Kim, Eul-Chul Lim, Yong-Il Moon, Sang Man 
Lee, Jin-Gu Cho, as well as UNKS professor Moo-Jin Yang and Korea University 
professor Ung-hyun Lee. Their presentations covered various aspects of inter-
Korean relations, peace process, US-DPRK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sanctions 
against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of North Korea,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relations between and among the regions actors, as well as South 
Korea policy.

Participants 
Kwan-Sei Lee (Director, IFES)

Moo-Jin Yang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ul-Chul Lim, Yong-Il Moon, Sang Man Lee, Jin-Gu Cho, Ung-hyun Lee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2월 10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아띠

별관에서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설명 기자 간담회를 가

졌다.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총 44개 신문 및 방송

사에서 48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발표자로는 김동엽, 임을출, 문용일, 이상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 고려대 이웅

현 연구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경제 발전전략 평가와 전망 ▲미·

중·러·일 동북아 정세 평가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매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

고 전망하는 ‘한반도리포트’를 발간해오고 있다.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자 간담회

Korean Peninsula Affairs: Assessment of 
2019 and Prospects for 2020

IFES Holds Press Conference 

일시   2019-12-10

참석자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임을출, 

문용일, 이상만, 조진구, 이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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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0

The IFES held a seminar titled "Plenary Meeting of the North Korea Ruling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and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on Friday, January 10, 2020 at the institute's Grand Conference Hall. Director 
Kwan-Sei Lee, IFES professors Eul-Chul Lim and Dong Yub Kim, and UNKS 
professor Kab-Woo Koo delivered their expert assessments on the yearend 
plenary meeting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 as well as discussed prospects 
for the coming year on the Korean Peninsula. 

Participants 
Kwan-Sei Lee (Director, IFES) 

Eul-Chul Lim (Professor, IFES) 

Kab-Woo Koo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ong Yub Kim (Professor, IFES)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20년 1월 10일(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

구소 대회의실에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

구소 소장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한정세 평가 및 전

망’에 대해,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미관계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북한정세, 남북관계, 북미관계 
평가 및 전망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State of Affairs in North Korea, ROK-
DPRK Relations, and US-DPRK Relations: 
Assessment and Prospects

Plenary Meeting of the North Korea Ruling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and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일시  2020-01-10

참석자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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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8

Kyungnam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osted a yearend workshop for invited 
professors at the Westin Chosun Hotel in Seoul on January 8, 2019. Moderated by Kyungnam University 
President Jae Kyu Park, the workshop participants discussed various topics ranging from Kim Jong Un’s 2019 
New Year Address, inter-Korean summits of 2018, and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 Peninsula, 
to the likelihood of a second US-DPRK summit in 2019. In regards to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shared opinions on issues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regime, improving 
US-DPRK and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background of Kim Jong Un’s visit to China. Approximately 50 
invited and faculty professors attended the event.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019년 1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호텔

에서 2019년 초빙교수연찬회를 개최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전

환에 대해 논의한 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반도 정

세 전환과 관련된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 배경 등에 대

한 의견도 교환했다.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2019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연찬회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2019

2019 Kyungnam University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vited Professors’ Yearend Workshop

일시  2019-01-08

참석자     

박재규(경남대 총장), 김선향(북한대학원대 이사장), 김덕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박경서(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주영(국회 부의장), 강인덕/정세현/류길재(前 통일부 장관), 손주환(前 공보처 장관), 이대순(경남대 이사장), 

황진하/송영선/안홍준(前 의원),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 및 교수 50여명

좌측에서부터 이대순 (경남대 이사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강인덕(前 통일부 장관), 손주환 (前 공보처 장관),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From the left: Dai-soon Lee (Chairperson of Kyungnam University), Joo-young Lee (Vic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og-ryong Kim (Executive 
Vice-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Kyung-seo Park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Joo-seok Seo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duk Kang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Chu-whan Son (Former Minister of Information) , Se-hyun Jeong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Participants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Joo-seok Seo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og-ryong Kim (Executive Vice-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Kyung-seo Park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Joo-young Lee 

(Vic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duk Kang, Se-hyun Jeong, Kihl-Jae Ryoo 

(Former Ministers of Unification), Chu-whan Son (Former Minister of Information), 

Dai-soon Lee (Chairperson of Kyungnam University), Jin-ha Hwang, Song-young Sun, 

and Hong-joon Ahn  (Forme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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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3

Kyungnam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eld the 2020 yearend workshop for invited 
professors at the Westin Chosun Seoul on January 13, 2020. Kyungnam University president Jae Kyu Park served 
as the host of the workshop. Participants discussed the path forward for US-DPRK rela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Hanoi Summit and measures for ROK-DPRK cooperation and easing tensions. Participants also provided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2020, basing their assessments on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ew path revealed 
at the plenary meeting of the North Korea ruling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which was held in December 
2019. Approximately 50 invited and faculty professors attended the event.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020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

호텔에서 2020년 초빙교수연찬회를 개최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사

회로 진행된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진행과 남북한 긴장 완화와 협력 방안을 논

의했고, 2019년 12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서에 드러난 새로운 노선의 의미와 평가를 비롯해 2020년 한반도 정세에 

관해 토론했다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
2020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연찬회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2020 

2020 Kyungnam University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vited Professors’ Yearend Workshop

좌측에서부터 박경서(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선향(북한대학원대 이사장), 김연철(통일부 장관), 박재규(경남대 총장),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대순(경남대 이사장).

From the left: Kyung-seo Park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eon 
Chul Kim (Minister of Unification),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Se-hyun Jeong (Executive Vice-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Dai-soon Lee (Chairperson of Kyungnam University)

일시  2020-01-13

참석자  박재규(경남대 총장)  

김선향(북한대학원대 이사장)  

김연철(통일부 장관)  

박경서(대한적십자사 회장)  

정세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대순(경남대 이사장)  

안호영(북한대학원대 총장)  

김덕룡(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황진하(前 국회의원)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 및 

교수 50여명

Participants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eon Chul Kim (Minister of Unification), Kyung-seo 

Park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Se-hyun Jeong (Executive Vice-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Dai-soon Lee (Chairperson of Kyungnam 

University), Ho-young Ahn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eog-

ryong Kim (Former Executive Vice-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Jin-ha Hwang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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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erspective is a quarterly peer-reviewed social sciences journal of world/ 
comparative politics that focuses on the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affairs of East Asia. Published since 1977, the journal presents critical 
analysis of the global, regional, and transnational issues affecting Northeast 
Asia, bringing cogent, thought-provoking examination of the significant 
developments in Asia and the world and promotes a healthy exchange of 
ideas among scholars, students, and policymakers. It is listed on th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and Elsevier’s SCOPUS, among other indexes. 
The journal is published b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43:2 (Spring) Power, Narratives, and the Role of Third Parties: 

Understanding Power (Shift) in East Asia

Guest Editor Mikael Weissmann, Mingjiang Li

Editorial Members 
EDITOR-IN-CHIEF
Carla P. Freeman 

SENIOR EDITOR 
Melvin Gurtov

EDITORIAL COMMITTEE
Dean J. Ouellette (Managing Editor), Amita Batra, Jean-Marc Blanchard, Jong Kun 
Choi, Jae-Ho Chung, Rüdiger Frank, Jung Kim, Cheng-Chwee Kuik, Seok-Jin Lew, 
Kun Young Park, Phillip Park, Yul Sohn, Pichamon Yeophantong

ASSISTANTS TO THE EDITOR
Yuni Kang, Patrick Jones, Cory Combs, Spencer Steinbach

BOOK REVIEW EDITOR 
Walter C. Clemens Jr.

EDITORIAL ADVISORY BOARD
Shaun Breslin (University of Warwick), Kent Calder (Johns Hopkins SAIS), Walter 
C. Clemens Jr. (Boston University), Peter Hayes (Nautilus Institute),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B.C. Koh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Tae-Hwan Kwak 
(Eastern Kentucky University), Chae-Jin Lee (Claremont McKenna College), Su-Hoon 
Lee (Kyungnam University), Okonogi Masao (Keio University), Mark Selden (Cornell 
University), Sergei Sevastianov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David Shambaugh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ichard P. Suttmeier (University of Oregon), Shen 
Dingli (Fudan University), Minsoon So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eter 
Van Nes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ali Yang (University of Chicago)

43:2 (Spring)
Power, Narratives, and the Role of Third Parties: 
Understanding Power (Shift) in East Asia

객원편집인: Mikael Weissmann, Mingjiang Li

ASIAN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학술지

라는 목적 하에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5년에는 해외 선진 학문의 국

내 수입과 국내 연구의 해외전파를 위해 미국의 포틀랜드주립대와 공동

출판협정을 맺었고, 1998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 사회 과학

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이용색

인(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등재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으며,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

결에 따라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ASIAN PERSPECTIVE

편집위원 

편집장 | 칼라 프리먼(미국 존스홉킨스대)

수석 편집위원 | 멜빈 구르토프(미국 포틀랜드주립대),

편집위원회 |    딘 울렛(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아미타 바트라(인도 자와할랄 네루대), 장 마크블랜차드(중국 화동사범대), 최종건(연세대),  

정재호(서울대), 루디거 프랭크(오스트리아 빈 대학), 김정(북한대학원대),  첸취퀵(말레이시아국립대), 류석진(서강대), 박건영(가톨릭대), 

박후건(경남대), 손열(연세대), 피차몬 여판동(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편집간사 | 강윤희, 패트릭 존스, 코리 콤스, 스펜스 스타인박

서평 편집 | 월터시 클레멘스 주니어

편집 자문위원회 

숀 브레슬린(영국 워릭대), 켄트 칼더(존스 홉킨스대), 월터 C. 클레멘스 주니어(미국 보스톤대), 피터 헤이즈(미국 노틸러스연구소), 사무엘 S. 김(미국 

콜럼비아대), 고병철(미국 일리노이대), 곽태환(미국 이스턴켄터키대), 이채진(미국 클레이몬트 매케나 컬리지), 이수훈(경남대), 오코노기 마사오(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마크 셀든(미국 코넬대), 세르게이 세바스티노프(러시아 극동연방대), 데이비드 샴보우(미국 조지워싱턴대),  리차드 P. 슈트 

마이어(미국 오리건대), 션딩리(중국 푸단대), 송민순(북한대학원대),  피터 반 네스(호주 국립대), 달리 양(미국 시카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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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위원 

편집주간 | 신종대(북한대학원대)

편집위원 |    강원택(서울대), 김근식(경남대), 

김명섭(연세대), 김정(북한대학원대), 

김태현(중앙대), 김학성(충남대), 

김홍수(부산대), 양길현(제주대), 

유현석(경희대), 이호철(인천대), 

이희옥(성균관대), 조대엽(고려대), 

조정관(전남대)

편집간사 | 김혜경(경남대) 

2019년 특집호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의 
분석과 제언
객원편집인: 전재성(서울대)

1985년 창간되어 년 4회 발간되는 국문 학술지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관계와 통일전략,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미·중· 러·일 등의 정치·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

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2019년 3월 31일 제35권 제1호(봄) (통권 104호)
1. [서문]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의 분석과 제언 

2.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 정성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3.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6.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

7.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8. 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 박영준(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9.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 이호철(인천대 중국연구소 소장)

2019년 6월 30일 제35권 제2호(여름) (통권 105호)
1.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일체감 - 한정훈(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2. 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3. 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 -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4.   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 전재호(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5.   김정은 시대 북한 핵 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 조영임(국방부 공군 소령), 안경모(국방대 안보정책학과 부교수) 

6.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과 미중 무역분쟁 - 이지용(계명대 중국학전공 조교수) 

7.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과정 분석: 연령제와 민주추천제의 도입 사례 - 조영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9년 9월 30일 제35권 제3호(가을) (통권 106호)
1. '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 신욱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   휴전협상에서 북ㆍ중ㆍ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 김동길(중국 베이징대 역사학과(北京大學 歷史學系) 교수)

3.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4.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ㆍ정ㆍ군 현지지도 네트워크 분석  

- 표윤신(북한대학원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허재영([교신저자]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5.  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 채진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6.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 송지연(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2019년 12월 31일 제35권 제4호(겨울) (통권 107호)
1.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고국 정치 - 이수정(덕성여자대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2.   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 박순향(국방대 PKO 센터 교수)

3. 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 김정기(경남대 정치학 박사)

4. 신흥무대의 중견국 보건외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사례와 한국 - 조한승(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촛불시위의 정치학: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 정재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인권 정치학의 제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행동   - 유영수(북한대학원대 북한학과 조교수)

First published in 1985, Korea and World Politics is a quarterly journal that 
provides scholars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ir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world politic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ssues involving Korea. 
Through such contributions, the journal seeks to fulfill a more practical role in 
resolving the conflicts that entangle the Korean Peninsula.

Editorial Members 

EDITOR-IN-CHIEF

Jong-Dae Shin (UNKS)

EDITORIAL COMMITTEE

Won-taek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n-sik Kim (Kyungnam University)  

Myong-Sob Kim (Yonsei University) 

Jung Kim (UNKS) 

Tae-hyun Kim (Chung-Ang University)  

Hak-sung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ng-soo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Gil-Hyun Yang (Jeju National University)  

Hyun-seok Yu (Kyung Hee University)  

Hochul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ee-ok Lee (Sungkyunkwan University)  

Dae-yop Cho (Korea University)  

Jung-kwan Ch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S TO THE EDITOR

Hye-kyung Kim (Kyungnam University)

KOREA AND WORLD POLITICS

2019 Special Issue 
Analysis on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Guest Editor Chaesung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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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편집위원 

편집주간 | 구갑우(북한대학원대)

편집위원 |    김정(북한대학원대), 김학성(충남대), 박후건(경남대), 송영훈(강원대), 

송정호(우석대), 양문수(북한대학원대), 전영선(건국대), 조정아(통일연구원), 

진희관(인제대)

2019년 기획논문

기획논문 : 마음체계의 통합기제  
연구 및 사회통합 이론 재구성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안녕감’에  
대한 관계적 이해 
이수정(덕성여대)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  
세대별 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인의 북한 이미지 
최순미(아주대),  
이우영(북한대학원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철학, 과학사 등 인문사회과

학을 아우르는 북한 관련 종합학술지이다. 연 3회 발간되며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북한연구를 심화·발전시키

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1998년에 창간되었다.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provides established and emerging scholars the chance to 
publish high-quality academic research that explores topics about North 
Korea directly,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its society and system (and 
unification issues more broadly), as well as elevating North Korean studies as 
a discipline. The journal welcomes contributions from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Editorial Members 
EDITOR-IN-CHIEF

Kab-Woo Koo (UNKS)

EDITORIAL COMMITTEE

Jung Kim (UNKS) 

Hak-sung Kim (Chungnam University)

Philip H. Park (Kyungnam University) 

Young-hoon Song (Kangwon University)

Moon-Soo Yang (UNKS) 

Yeoung-seon Jeon (Konkuk University)

Jeongah Cho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wi-kwan Jin (Inje University)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2019 Academic Articles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nd the Habits of Heart: 

A Relational Understanding of ‘Sense of Well-being’ of North Korean Immigrants in the UK

Soo-jung Lee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Effect of Burden Feeling of Korean Unification toward the Agreement for Korean Unific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valuation of German Unification

K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outh Koreans' Perception toward the National Image of North Korea

Soon-mi Choi (Ajou University), Woo-young Le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19년 4월 30일 제22권 제1호 일반논문
1.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 장형수(한양대), 김석진(통일연구원)

2. 북한 시의 핵에 대한 사유와 형상화 이미지, 심리, 상상력을 중심으로 - 이지순(통일연구원)

3.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내면화와 문화적 관습 ‘미신문화’의 변화와 확산 과정을 중심으로  

- 권혁희(서울시립대)

4.   해방 직후 재북일본인 법적 상황과 성격(1945~1948 )북한의 차별적 대우를 중심으로  

- 김태윤(서울시립대)

5. 「교원선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 김경미(이화여자대)

6. 혁명가극 <피바다> 이전의 북한 민족가극 창작 현황과 특성 연구 - 전영선(건국대)

7. 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방향 모색 노동권과 환경권을 중심으로 - 이연재(경북대) 

2019년 8월 3일 제22권 제2호 마음체계의 통합기제 연구 및 사회통합 이론 재구성 
1.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안녕감’에 대한 관계적 이해 - 이수정(덕성여자대)

2.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 세대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 최순미(아주대), 이우영(북한대학원대)

4.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연구: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상우(李翔宇)(중국해양대)

5.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 유기홍(경남대)

6.  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 이경희(북한대학원대)

7. 당위적 통일론과 위계의 일상: 김준태와 하종오의 통일시를 중심으로 -  이상숙(가천대)

2019년 12월 31일 제22권 제3호 일반논문 
1. 1956년 “8월전원회의 사건” 재론: 김일성의 인사정책과 ‘이이제이’식 용인술 - 김규범(베이징대)

2.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유일지도체제의 기원 - 김선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김정은의 핵 강압외교 연구 - 이종주(북한대학원대)

4.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김정숙” 호칭의 의미구조 분석   

- 김석향(이화여자대), 박민주(울산여성가족개발원)

5.   새로운 접촉지대의 모색, 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을 중심으로   

- 이우영(북한대학원대), 남보라(북한대학원대)

6. 남북한 외교경쟁과 ‘6.23선언’ - 신종대(북한대학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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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리포트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전망) IFES현안진단

REPORT ON THE KOREAN PENINSULA

IFES ISSUES AND ANALYSIS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설립 이후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통일문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에서 2011년부터 매년 발

행되고 있는 「한반도리포트(한반도 정세: 평가 및 전망)」는 매년 시시각각 변화하

는 한반도 및 주변 지역들의 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Ⅰ. 총론 
1. 남북관계와 한반도 프로세스 

2.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망 

Ⅱ. 북한정세 평가 및 전망
1. 정치·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2. 대북제재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평가와 전망

Ⅲ. 동북아정세 평가 및 전망
1.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2.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현안진단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온

라인 간행물이다. 한반도와 동아시

아의 정치, 안보, 경제 및 사회 동향

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분석 평과

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

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각

국 한반도 전문가 등에게 배포된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2 IFES has strived to be a leader in research 
on peace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As part of our commitment to 
such leadership, the institute has published the Korean Peninsula Roport 
every year since 2011. This annual publication aims to provide timely and 
accurate analyses of the ever-changing state of affair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long with cogent policy recommendations.

Issues and Analysis, one of IFES’s online publications, expresses a diversity of analytical views on the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trends and developments in East Asia–covering such issues as the US-North 
Korea summitry, missile defense-systems deployment, China’s economic ris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uclear proliferation, ROK-Japan relations, and more–with a particular focus on those that directly affect 
the Korean Peninsula. As part of our goal to present well-timed analysis to a wider global leadership, these 
analytical essays, written primarily in Korean, are translated into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and circulated 
electronically. All essays appear in pdf format and can be downloaded from the IFES website.

IFES BRIEF
최신 북한 및 동북아 정세 동향과 관련 분석·

해설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IFES Brief relates timely news, information 
and analysis on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편집위원 
편집장 |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EDITOR 

Kwan-Sei Lee (Director of IFES)



PUBLICATIONS2019 ANNUAL REPORT•연구결과물 

060 061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The Kim Jong Un Regime and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한일관계 연구총서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South Korea-Japan Relations: 
Problems with South Korea-
Japan Relations and How to 
Solve Them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New Viewpoint of North Korean Studies: 10 Questions and Answers

미중관계 연구총서

미중 전략적 경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US-China Relations:  
Problems with US-China 
Relations and How to Solve 
Them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South Korea-Japan 
Relations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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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로그램 및 
학술교류

GLOBAL PROGRAMS &
ACADEMIC PARTNERSHIPS 

40년 우정으로 이어가고 있는 경남대 박재규 총장(왼쪽), 라냐 회장(가운데), 카를로스 슬림 회장(오른쪽)

40 Years of Friendship; President Jae Kyu Park (left), Chairman Olegario Vázquez Raña (middle), Chairman Carlos Slim Helú (right)

2019 ANNUAL REPOR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Date 
2019-03-26

박재규 총장과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이 멕시코 유력 매체인 IMAGEN TV와 가진 인터뷰 장면

Kyungnam University President Jae Kyu Park and UNKS Chairperson of the Board Sun Hyang Kim in an 
interview with IMAGEN TV

GLOBAL PROGRAMS & ACADEMIC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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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 및 협력 
ACADEMIC PARTNERSHIP & 
EXCHANGES

한-멕시코 대학 간 교류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

경남대를 방문했던 라냐 회장 일행과 수마야 박물관 로댕홀, 

로댕의 작품 ‘세 망령’ 동상 앞에서의 기념 촬영

Commemorative photo with Grupo Empresarial Ángeles Chairman Olegario 
Vázquez Raña in front of Rodin’s ‘The Three Shades’ at the Museo Soumaya

2019. 3. 26

Academic partnerships between Korean and Mexican 
universities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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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 총장이 선물로 보낸 한국 백자 도자기를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 

왼쪽 라냐 회장, 오른쪽 카를로스 슬림 회장

Chairman Olegario Vázquez Raña (left), Chairman Carlos Slim Helú (right) delighted with the porcelain jar 
gifted by President Jae Kyu Park (center).

아나후악(Anáhuac) 대학의 부총장, 원장, 학장, 라냐 회장과의 기념 촬영

Commemorative photo with Vice President, Director, and Dean of Universidad Anáhuac, México

라살르대학의 돈키호테상 앞에서  

알바르제(Álvarez) 총장과 함께

With Universidad La Salle president 
Enrique González Álvarez (second 
from right)

쿠바 한인문화센터에서 안토니오 원장(왼쪽부터 세 번째)과 한인 4세~5세들과 함께

With Mr. Antonio (director of the Korean Culture Center, sitting third from left) and 4-5th generation Koreans in 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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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Organizers    주인도한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 India Foundation

장소 Place 인도(뉴델리) New Delhi (India)

발표 Presenter  이관세 Kwan-Sei Lee

주최 Organizers    주인도한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장소 Place 인도(뉴델리) New Delhi (India)

발표 Presenter  이관세 Kwan-Sei Lee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및 남북관계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OK-DPRK Relations

미국-북한 비핵화 대담: 평가와 전망
US-DPRK Denuclearization Talks: 
Assessment and Prospects 

주인도한국대사관-India Foundation 공동 주최 강연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 
India Foundation lecture

주인도한국대사관-VIF 공동 주최 세미나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VIF) Seminar

2019. 12. 20 2019. 12. 20



장소 Place World Affairs Council 

발표 Presenter  임을출 Eul-Chul Lim

2019.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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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Organizers    주인도한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장소 Place 인도(뉴델리) New Delhi (India)

발표 Presenter  이병철 Byong-Chul Lee

주인도한국대사관-VIF 공동 주최 세미나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ia,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VIF) Seminar

미국 랜드연구소, USC, 스탠포드대학교, World Affairs Council에서 발표 및 토론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From the United States’ Rand Corporation, 
USC, Stanford University, and World Affairs Council

2019. 12. 20

북한 비핵화 전망: 도전과 기회 요인
Prospects for DPRK Denucleariz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제재를 받는 북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North Korea’s Economic Status and Prospects under 
Sanctions



하기 해외학자 초빙 프로그램
The Summer Studies Program in Korea

The Summer Studies Program in Korea (SSPK) is a program set up to support 
scholars who live and work outside Korea but wish to conduct field research 
in the country for several weeks and up-to two months with a research topic 
relevant to the institute’s agenda. Applications are accepted year round. 
Scholars selected are provided room and board, access to the library and 
facilities, and are expected to devote themselves full-time to their research. 
Near the completion of their stay, scholars are given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ir research and present their findings in a special lecture to IFES researchers 
and staff.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매년 여름 한국 및 남북한 관계, 동북아를 연구하는 사회과

학 분야의 연구자를 초빙하여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학술교류

와 한국학 연구 활성화, 한반도 문제 관련 해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GLOBAL PROGRAMS & ACADEMIC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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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60년대 초기  
도시 건설기의 북한식 사회주의 생활
Defining Process of North Koreanized Socialist Life during the 
Initial City Construction in the 1950-60s

김수림 

하와이대 역사학부 박사과정

Sulim Kim
Ph.D. Student, Doctor of Arts in History,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언론으로 보여지는  
인도와 북한의 핵실험
Visualising India and North Korea's Nuclear Tests

쉬레야 싱 

퀸즈랜드대 정치과학 및 국제학대학원 박사과정

Shreya Singh
Doctoral Candid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2019. 7. 20. ~ 2019. 8. 24.

2019. 6. 1. ~ 2019. 6. 23.

 2019. 8. 12 하기 해외학자 초빙 프로그램

 The Summer Studies Program in Korea (SSPK)



해외학자 초청 세미나 
International Scholars Seminars

제128차
남북 방송교류의 현황과 과제
Seminar NO. 128
Inter-Korean Broadcast Exchanges: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서옥란

중국 연변대 교수

Yulan Xu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제130차
북한내 장애인 인권의 실태 및 개선방안
Seminar NO. 130
Human Rights Issues of the Disabled in North Korea  
and Potential Improvements

카타리나 젤위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위원

Katharina Zellweger
Visiting Scholar,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at Stanford University

제129차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Seminar NO. 129
2019 North Korea-United States Vietnam Summit Prospects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 겸 38노스 대표

Joel S. Wit
Senior Fellow with Stimson Center and Director of 38 North

제131차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통일독일의 
현황: 역사적 배경 및 당면과제
Seminar NO. 131
The State of German Unification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Wall: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Problems

헨릭 비스핀크

베를린 홈볼트대 역사학부 선임연구원

Henrik Bispinck
Lecturer, Humboldt University Berlin

2019. 2. 12 2019. 11. 11

2019. 02. 22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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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IFES Academy of Korean Unification Economy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는 단기적인 남북교역 및 경협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남북 경제통합 및 본격적

인 동북아 경제협력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교육과정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진이 현 정부의 통일정책,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환경 진단, 분야별 시장성 및 투자가치 평가, 북한과의 협상 사

례 등을 강의한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힘찬 일보를 내딛게 될 것이다.

The IFES Academy of Korean Unification Economy is a series of lectures held once per week that focu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nd on preparing for a new era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he lectures and discussion with leading academics, current and former government 
officials, experienced businesspersons and NGO representatives provide invaluable knowledge, expert analysis, 
and unique insight on North Korea’s evolvi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ROK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n economy and by-sector trade, and North Korea’s investment 
climate and business marketability, among other topics. Through this eleven-week program participants take a 
major step toward laying the groundwork for realizing a unified Korean economy.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과 연구 및 
사업 협력 협약 체결

2019. 04. 26

IF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Integration Sign Research and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

교육활동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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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통일리더쉽
Hanma Unification Leadership

통일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단 통일교육연수
Unification Education University Promotion Task Force: 
Unification Training Progra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매년 경남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과 통일현장 학습을 포함하는 ‘현장실습형 통

일심화프로그램’을 실시, 학생들에게 최근 북한사회 및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2019년 한마통일리더십에서는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6월 25일)” 과 “북핵문제의 현황과 전망(7월 2일)” 을 

주제로 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前 통일부 장관)과 “통일의 비전과 청년(7월 9일)”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前 

통일부 장관) 특강이 있었다.

Each year, the IFES at Kyungnam University holds the “Field Training for Deepening Unification Program” which 
provides related expertise and special lectures for students as well as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conduct field 
studies. This provides Kyungnam University students the opportunity to widen their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North Korean society and inter-Korean relations. There were special lectures at the 2019 Hanma Unification 
Leadership Program entitled “Assessment and Prospects for the Nuclear Issue” (June 25) and “Assessment and 
Prospect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July 2) with Se-hyun Jeong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Forum and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along with “Envisioning Unification for Youth” (July 9) with Kihl-Jae 
Ry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ofessor and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통일현장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최근 북한사회 및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통일교육

연수를 실시, 극동문제연구소 전문가 특강과 청와대, 고궁박물관, 서대문형무소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북한 사회 구조의 실태와 경제 변화’(11월 1일, 11월 21일),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미래(12월 6일)’를 주제

로 진행된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의 특강을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 및 비핵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IFES conducted a unification education training program as part of efforts to strengthen unification education 
on-the-ground and to broaden understanding of modern North Korean society and inter-Korean relations. 
The program included various activities, such as special lectures by IFES experts and visits to the Blue House,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Seodaemun Prison. Participants were able to acquire a deeper 
understanding of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pecial lectures held by IFES director Kwan-Sei Lee entitled “The Stru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and Economic Changes” (November 1, November 21) and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ate 
of Affairs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Decemb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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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세계인의 북한 읽기(문화/경제)
K-MOOC Reading North Korea (Culture/Economy)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016년부터 K-MOOC를 통

해 강의실을 넘어 모든 학생과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강

의 동영상과 더불어 질의응답, 토론, 퀴즈 등 교수자와 수강

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강자들이 평소에 북

한에 가진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www.kmooc.kr에 가

입하여 강좌 모두를 수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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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한반도의 국제관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K-MOOC: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Past, Present and Future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해방, 38선의 획정과 남북분단, 냉전과 한국전쟁, 한미동맹의 형성

과 한미일 삼각관계 형성, 베트남전쟁과 데탕트, 남북대화시대의 개막,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신냉전, 한국의 북방

정책, 냉전의 종언과 동유럽 혁명,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 2000년대의 남북정상회담, 중국의 부상과 미중, 미일관계 

등 한국외교사와 남북관계사, 국제관계사를 망라하고 있는 것이 본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강좌에서는 자칫 빠지기 쉬운 일국중심주의, 국가중심주의의 함정(陷穽)에서 탈피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

제적 시좌(視座)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lecture provides students with an overview of Korean diplomatic history, history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by starting with how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 colony 
of Japan, the drawing of the 38th Parallel, Korean division, the Cold War and the Korean War, the formation 
of the US-ROK alliance a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It discusses the 
history surrounding the Vietnam War and détente, the start of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and the “New Cold War,” South Korea’s “Nordpolitik,”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revolution in Eastern Europe,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lecture 
also examines the inter-Korean summits during the 2000s, the rise of China, and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US and Japan. Students explore the generally overlooked possibility of moving away from 
the “trap” of nationalism and consider cooperation throug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강좌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Professors
Jin-Gu Cho  

(Professor, IFES, Kyungnam University)

Dong Yub Kim  

(Professor, IFES, Kyungnam University)

Sang Man Lee  

(Professor, IFES, Kyungnam University)

강좌교수
세계인의 북한읽기  

딘 울렛(경남대 교수), 허은경(경남대 교수)

세계인의 북한문화읽기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세계인의 북한경제읽기  

김근식(경남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Professors 
Reading North Korea in a Global Era 

Dean Ouellett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Kelly Hur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Reading North Korean Culture in a Global Era 
Sung Kyung Kim (Professor 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Reading North Korean Economy in a Global Era 
Keun-sik Kim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Moon-Soo Yang (Professor 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IFES at Kyungnam University has been providing 
easily-accessible online courses for all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through K-MOOC since 2016. By 
providing online interactive services such as lecture videos 
with Q&A, discussion, and quizzes, the courses not only 
provide information on Korean reunification but also 
answer students’ everyday questions about North Korea. 
The courses are open to everyone and can be accessed by 
creating an account at www.kmoo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