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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사업 개요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일 및 북한 관련 해외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

●    대한민국 통일부 지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운영

국제사회 북한·통일문제 

공감대 형성

해외 북한·통일 

전문가 발굴·육성

 북한·통일문제 

국제화

해외 북한·통일 

전문가 부족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5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    The “Academic Exchange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is 

designed to expand the base of experts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North Korean stud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signated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s institutions to 

support scholars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Program Overview

Form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issues

Identify and cultivate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experts abroad

Promoting study on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ly

The need for more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pecialists abroad

Academic 
support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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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    본 사업은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북한·통일학 학위과정」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 전문 연구자와 학위과정 이수자가 국내에서 연구와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학술 연구·교류 지원과 함께 북한 전문가들과

의 인적 교류 및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사업추진 조직

펠로우십 과정

지원 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북한·통일학 분야 연구자, 

언론인, 정·관계 인사 등

지원 기간

• 6개월 및 1년 단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학위과정

지원 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만 40세 이하의 북한·통일학 등  

석·박사 학위과정 신청자

지원 기간

•1년(2학기) 단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까지 연장 가능

경남대학교 

초빙·석좌교수
총괄 책임자

총괄 담당 교수

총괄 지원 팀장

행정 전담 직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석좌교수

전담 교수 지도 교수

전담 직원 전담 직원

1:1 맞춤형 전담/지도교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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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    The overall program is divided into two programs: The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and the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The program supports 

scholars or graduates of bachelor’s or master’s programs to complete their studies or conduct 

research in South Korea. 

●    IFES and UNKS will provide participants with academic research and exchange support along 

with the opportunity to learn and work with experts on North Korea in regards to North 

Korea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Program Organization

Fellowship

Eligible Applicants
• Foreign nationals working in North Korean studies and/

or peace and Korean unification studies; journalists, 

government officials, etc.

Grant Period
• 6 months – 1 year / extension up to 24 months

Scholarship

Eligible Applicants
• Foreign nationals under the age of 40 who apply to enter 

a master’s or doctoral program on studies of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Grant Period
• One year (two semesters) / 2 years for master’s up to 3 years 

for doctorate program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or endowed professor

Manager

Managing Professor

Managing Support Team Leader

Administrative Support Employee

UNKS 
visiting or endowed professor

Advisor Advisor

Designated employee Designated employee

1:1 Advi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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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연수, 교육 통합 시스템

•  북한·통일분야의 연구, 교육, 교류  

기회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함께 제공

풍부한 북한 전문 자료

•    북한·통일분야 전문도서관 운영

•    10,000여권의 북한 원전 자료

•    30,000여권의 북한·통일 분야 서적

북한·통일학 전문인력

•  30여명의 북한·통일학  

분야 박사급 전임 연구위원/ 

전임 교수진

1:1 맞춤형 전담/지도교수제

•  1:1 전담교수제(펠로우십), 

지도교수제(학위과정)

국제교류 및 해외학자 
프로그램 운영 경험

•  국내외 50여개 기관과 MOU

• 북한·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 

150여 회 이상 개최 경험

• 부트캠프 및 SSPK 운영 경험 등

다양한 기존 연구·교육 
프로그램 활용

•  전략대화, 라운드테이블

•    통일경제아카데미,  

통일미래최고위과정

•  중국·북한 접경지역 해외 연수 등

전문가 연수/학위과정  
지원시설

• 연구공간(36개 연구실, 연구캐럴) 및  

게스트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차별화된 연구·교육 환경

•2014-2015년  [교육부] CK-I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안보 전문인재 양성 사업

•2016-2019년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선도대학육성 지정·육성사업 

•2015, 2018년    [통일부] 한반도 국제포럼(KGF) 주관기관 선정

•2020년         [통일부] 2020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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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The Research and Education Experience Provided by IFES and UNKS

1:1 Advising System 
•1:1 Advising (Fellowship and Scholarship programs)

Large Selection of North Korea-related Research Materials
•Library with large selection of book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related subjects

•Some 10,000 publications from North Korea

•Around 30,000 book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related subjects

Diverse Range of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s
•Strategic dialogues, roundtables

•Unification Economy Academy, Leaders Future Unification Program

•Field trips to the Sino-North Korean border

Space to Conduct Research

Experience Running International Exchanges and Overseas Scholar Programs
•MOUs with around 50 organizations worldwide

•More than 150 events hosted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related subjects

Staff Experienced in North Korea and Unification-related Research and Teaching
•Around 30 PhD researchers in North Korea and unification-related studies

Integrated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UNKS and IFES work together to provide students with a diverse range of experiences in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    2014-2015 (Ministry of Education) CK-I Project to Cultivate Experts on Unification Security in Preparation 

for a Unified Korea

•    2016 - 2019 (Ministry of Unification's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Project to Designate and 

Cultivate Universities Focused on Unification Education

•    2015, 2018 (Ministry of Unification) Designated as a Sponsor of Korea Global Forum

•    2020 (Ministry of Unification) Designated as a 2020 Beneficiary of Academic Support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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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전 통일부 장관, 정치학 박사

박정진 서울 부총장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국제관계, 남북관계

이관세 소장

전 통일부 차관, 경남대학교 북한학 박사
북한정치, 남북협상

김근식

서울대 정치학 박사
북한정치, 남북관계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북한군사, 북한핵, 평화체제

딘울렛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국제관계, 북한관광

문용일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박사
국제관계, 국제협력

박서화

훔볼트대 법학 박사수료 
북한법, 헌법

박후건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경제학 박사
동아시아 경제개발

이병철

고려대 북한학 박사 
북한핵, 남북관계

이상만

인민대 정치경제학 박사
중국정치경제, 한중관계, 북중관계

이형종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북한사회문화

임을출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경제, 개발협력

조진구

도쿄대 법학 박사
국제정치, 한일관계, 북일관계

최천운

단국대 부동산학 박사
부동산경제정책, 남북경협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주미대사

구갑우 

서울대 정치학 박사 

평화연구, 남북관계, 국제정치 

김성경 

에식스대 사회학 박사 
북한사회문화 

김정 

예일대 정치학 박사 
비교정치체제, 비교정치경제 

류길재 

고려대 정치학 박사 
북한정치, 비교정치 

박정민 

극동연방대 경제학 박사 
북러관계, 국제경제 

신종대 

서강대 정치학 박사 
남북관계, 비교정치 

양무진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남북관계, 북한정치 

양문수 

도쿄대 경제학 박사 
북한경제, 남북경협 

유영수 

빙햄튼대 정치학 박사 
안보, 북한인권

이우영 

연세대 사회학 박사 
북한사회문화, 지식사회학 

연구소-대학원 초빙·석좌교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강창희 

전 국회의장 

고건 

전 국무총리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전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교수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상권 

평화자동차총회사 명예이사장 

이수훈 

전 주일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정태익 

전 주러대사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전 말레이시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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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Kyungnam University’s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Visiting and Adjunct Professors

Jae Kyu Park, President of Kyungnam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Jeong Jin Park, Vice President of 

Kyungnam University (Ph.D., Politics and Unification Studies, UNKS / North Korea politics, inter- Korean relations), 
Kwan-Sei Lee, Director of IFES (former Vice Minister of Unification, Ph.D.,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North Korean politics, inter-Korean negotiations), Keun-Sik Kim (Ph.D., Polit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politics), Dong-Yub Kim (Ph.D., North Korean Studies, 

UNKS / North Korean military and security,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eace regime), Dean Ouellette (Ph.

D., North Korean Studies, UNKS /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 Korean tourism), Yong-Il Moon (Ph.D., Political 

Scienc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hwa Park 

(Completed Ph.D. coursework at Humbolt University of Berlin’s law school / North Korean law, constitutional 

law), Phillip H. Park (Ph.D.,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Byong-Chul Lee (Ph.D., North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 Nuclear politics, inter-Korean relations),  

Sang-Man Lee (Ph.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Remin University of China / Sino-ROK relations, Sino-DPRK 

relations, China economy and politics), Hyung Jong Lee (Ph.D., North Korean Studies, UNKS /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Eul-Chul Lim (Ph.D., Politic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 North Korean economy, development 

cooperation), Jin-Gu Cho (Ph.D., Law, University of Tokyo / Japan-South Korean relations, Japan-DPRK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Cheon-Woon Choi (Ph.D., Real Estate Studies, Dankuk University / real estate and economic 

polici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KS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Ho Young Ahn, 

President of UNKS (former ROK Ambassador to the US), Kab-Woo Koo (Ph.D., Polit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y, inter-korean relations), Sung Kyung Kim (Ph.D., Sociology, Essex University / 

North Korea society and culture), Jung Kim (Ph.D.,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 comparative political institutio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Kilh-Jae Ryoo (Ph.D., Political Science, Korea University / North Kore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Woo Young Lee (Ph.D., Sociology, Yonsei University /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sociology 

of knowledge), Jeong Min Park (Ph.D., International Economics,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n-Russian 

relations), Jong Dae Shin (Ph.D., Political Science, Sogang University /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Moo-Jin Yang 

(Ph.D., Politic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 inter-Korean rel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Moon-Soo Yang 

(Ph.D., Economics, University of Tokyo / North Korea economy,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Youngsoo Yu (Ph.D., 

Political Science, Binghamton University / North Korea human rights, international security)  

In Duk Kang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Chang Hee Kang (former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Kun Goh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ROK), Tae Hwan Kwak (former Director of KINU, former Professor at Eastern 

Kentucky University), Se Hyeong Kim (columnist for the Maeil Economics Newspaper), Kyung Seo Park (Chairman 

of the Korean Red Cross), Sang Kwon Park (Honorary Chairman of Pyeonghwa Motors), Su-Hoon Lee (former ROK 

Ambassador to Japan), Se Hyun Jeong (Executive Vice Chai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Tae Ik Chong (former ROK Ambassador to Russia, former Blue Hous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Byeong Jae Cho (former Director of the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 former ROK Ambassador to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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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북한 · 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프로그램 구성 

펠로우십 과정은 6개월 및 1년 단위로 진행되며, 학계, 언론계, 정·관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구성 •   개인 연구과제 수행 (50%) 

• 기관 내 여타 연구팀과의 협력 활동 (20%) 

- 전담교수 및 연구소 교수들과의 연구 협력 및 공동 연구

• 북한 및 통일 관련 각종 프로그램 참여 (30%) 

-    전·현직 고위관료·대사, 초빙·석좌교수, 전문가 특강 및 간담회, 세미나,  

학술포럼, 학술회의 참가, 현장견학, 연구과제 발표 등 다양한 연구활동

▼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역사의 종말』 저자)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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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Program Overview

The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is designed to provide fellowship support for 

6 months to 1 year to scholars interested in conducting intensive research on North Korea and 

Korean Peninsula issues.

   Program 

Outline

 

•   Individual Research Project (50%)

• Cooperative Project with researchers/teams in the institute (20%)

• Participation in Academic Programs related to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30%)

 -    Opportunity to attend/participate in program-related weekly seminars, field 

workshops, project presentations, and academic forums, among other events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A seminar with Francis Fukuyama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and author of “The End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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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프로그램 운영

   전담교수제  

운영 

• 언어권별로(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각각의 연구자들에게 1:1로 전담 교수를 지정해, 

연구주제에 맞춘 협력 및 지원

• 전담 직원 지정을 통한 연구 및 생활 편의 등 관리·지원 시스템 운영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연구주제에 맞는 북한 및 국제관계 특강 실시(매월 1회)

• 정책 참여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갖춘 전·현직 고위급 관료·대사 및 전문인사와의 간담회

 예)    남북관계의 역사적 성찰 /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 김정은 시대 통치구조와 리

더십의 특성 / 북·미 핵협상 평가 및 전망 / 북한의 ‘새로운 길’과 남·북·미 관계 /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 제재 속의 북한 경제 / 북한 경제 사회의 변화와 개혁·

개방 가능성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 방향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평화경제

의 기회와 도전 등

   ※ 강의 주제는 연구자들의 연구 계획과 요청에 따라 조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과과정 등 참여 지원

 ※ 연간 50∼60여개 북한·국제관계 관련 과목 운영

   각종 학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 국내 유수 연구기관 및 학회 학술회의, 세미나에 발표자·토론자로 참여 주선

• 대상자 전공·주요 연구 분야 고려, 연구기관 및 학회 등 교류 기회 마련

펠로우십  

종료 후 관리

• 연구 종료 시 연구결과 발표회를 별도 추진 (IFES 콜로키움)

•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지원

 -   Asian Perspective (SSCI), 『한국과 국제정치』 (KCI), 『현대북한연구』 (KCI) 등  

학술지 및 『현안진단』, 『IFES BRIEF』, 『IFES포럼』 등 온라인 발간물 게재 기회 제공

• 연구소 회원 혜택 제공

 -    각종 학술저널 및 연구소 발간자료를 제공하고 국내외 학술회의 참여 등 관계 유지



15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Program Overview

1:1 Advising 

Program 

• Researchers will receive 1:1 advising for their research based on their 
native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German)  

• Researchers will have designated employees at the institute to help 

them conduct their research and adjust to life in Korea

Other Specialized 

Programs and 

Opportunities

• Special lectures on topics concerning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be held each month

• Special talks with former and current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ambassadors and other experts with experience in policy making 

 ※    Lecture topics may be adjusted in line with the research plans of 
program participants

• Support for participating in UNKS courses
 ※  UNKS conducts 50-60 classes per year o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relations-related topic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various 

academic activities

• Participate as presenter or discussant in academic conferences at top 

South Korean research institutes and associations
•   Opportunities to engage in exchanges with research institutes and 

associations based on research background

Post-fellowship • Involvement in the IFES Colloquium to present results of research after 
the fellowship period

• Opportunities to publish in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    Asian Perspective (English; SSCI journal), Korea and World Politics 

(Korean; KCI journal),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Korean; KCI 
journal) 

 -    Enjoy the benefits of IFES membership
 -    Access to various publications and participation in academic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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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전공명 전공 설명 주요 교과목

정치통일 전공
북한의 정치이념과 정치구조, 대외정책과 외교

관계, 남북한 통일문제 탐구

북한정치론, 남북한관계론, 한반도역사정치론, 

북한외교론, 북한 협상전략연구 등

법행정 전공

북한의 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통치구조와 그 안에서의 북한 주민

의 삶 탐구

북한법개론, 북한인권과 법, 남북경협과 법제도, 

북한법과 법사회학, 남북한 통합법제 등

군사안보 전공

정전체제 및 한반도 안보환경, 남북한의 

안보·군사정책,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등 탐구

북한군사론, 남북한 안보정책연구, 

북한의 당정군관계연구, 동맹과 다자안보론, 

남북한 군사 특강 등

경제IT 전공

북한의 경제체제와 관리체계, 경제정책, 

남북경협 등 북한 경제 전반과 IT 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특징 탐구

북한경제론, 북한사회간접자본론, 

SNS시대 북한IT전략연구, 북한경제 시장화연구, 

인터넷과 북한 등

사회문화언론 

전공

북한 사회에 대한 분석을 위해 문화, 예술 

일반과 방송·언론 탐구 

북한사회론, 북한문화론, 북한사회와 인권, 

북한언론연구, 북한의 가족과 여성, 북한영화론 등

통일교육 전공

분단체제를 재생산해온 의식과 태도를 비판

적으로 검토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 능력과 발달 방법 탐구

통일교육입문, 북한교육론,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평화교육 세미나 등

북한 · 통일학 
학위과정
 학위과정 구성 및 내용

●    학위과정은 최대 3년까지 제공되는 학위 프로그램으로 북한 및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 지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육과정 내용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통일 분야의 전문대학원으로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남북 교류·협력·통합 

분야 등의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 수행

 -    6개 세부 전공 석·박사 학위과정 :    정치통일, 법행정, 군사안보, 경제IT, 사회문화언론,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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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Scholarship Overview

●    The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is designed to support rising scholars interested in 

pursuing a master’s degree or doctorate in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 UNKS Curriculum Overview 

  UNKS conducts research and education on all aspects of North Korea, including its politics, 

economy, inter-Korean exchanges, and unification

 - UNKS students choose from one of six academic focuses: 

  Politics and Unification Studies - Through a focus on 

North Korean political structure and ideology,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policy, this major explores the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uture development 
of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 and policy programs 
that can lay the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Moreover, lectures on theories of policy making, unification, 

negoti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pecial theories on 

inter-Korean relations bring together theory and policy to 

cultivate professional expertise in this area of study.

  Law and Administration Studies - Through the 

systematic research of North Korean law and administration 

system, this major seeks to rais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lives of its people. 

The courses go beyond the formal system of law statutes 
to consider how the laws actually operate in reality. The 

essential core of this major includes analyzing the influence 

of current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on the change 

we see in the present North Korea and developing skills to 

predict changes that may take place in the future.

  Military and Security Studies - Main topics of study 
include the Korean armistice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policies of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and power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 

military bal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ition 

and status of the Korean People’s Army. The study of these 

topics encourages the exploration of measures to cease 

hostil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promot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Studies - 

Main topics of study includ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Specifically, through scholarly explor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policy, industry, resource 

and land development, energy, infrastructure, opening 

and reform,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students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courses are designed to 

ultimately foster professionals to work and contribute in 

the field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Society, Culture and Media - This major considers a 

wide array of perspectives on the socio-cultural and media 

aspects of North Korea. It encompasses both micro and 

macro approaches on the subject, examining the psyche 

of North Korean people and family structure,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ocial 
system and its process of change and development. Other 
subjects of research include the exploration of cultural 
art, including literature, music, art, live performances, and 

movies, together with the fundamental theories of North 

Korean culture and how it has changed over the years.

  Unification Education Studies - This major critically 
examines people’s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were reinforced and 

reproduced over the years. We also explore methods of 
developing among citizens the capacities necessary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oal of this major is to cultivate specialists in unification 

education studies, capable in both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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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학위과정 운영

   지도교수제 운영 
• 언어구사 능력 및 전공분야, 논문 주제별 지도교수 1인 지정, 이수과정 상황 등 종합관리

국내 연구자와의 

교류 추진
•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기회 제공

•타 대학원생들과의 교류 협력 추진

학위과정  

종료 후 관리 •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지원

 -    Asian Perspective (SSCI), 『한국과 국제정치』 (KCI), 『현대북한연구』 (KCI) 등  

학술지 및 『현안진단』, 『IFES BRIEF』, 『IFES포럼』 등 온라인 발간물 게재 기회 제공

• 연구소 회원 혜택 제공

 -    각종 학술저널 및 연구소 발간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외 학술회의 참여 기회 제공

▼김연철 통일부 장관 초청 특강, “북한학,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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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Scholarship Program Overview

1:1 Advising • Participants are matched up with advisors based on their language and 

academic backgrounds to help manage their research projects

Exchanges with 

South Korean 

researchers

• Opportunities to conduct exchanges with other researchers and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 Exchanges with graduate students at other universities

Post-

scholarship

• Involvement in the IFES Colloquium to present results of research after the 

fellowship period

• Opportunities to publish in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    Asian Perspective (English; SSCI journal), Korea and World Politics (Korean; 

KCI journal),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Korean; KCI journal) 

 - Enjoy the benefits of IFES membership

 - Access to various publications and participation in academic conferences 

▼ Special lecture from the Minister of Unification Kim Yeon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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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통일경제아카데미과정, 전략대화, 통일전략포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통일

미래최고위과정 등 기존 프로그램 활용·참여

북한 · 통일학 연구 펠로우십-학위과정 
공통 특별 프로그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의 기존 프로그램

● 통일경제아카데미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진이 

통일정책,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분야별 시장성 및 투자가치 평가, 

북한과의 협상 사례 등 강의

● 통일미래최고위과정 

현장감 있는 최신 자료와 고급 정보

에 기초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

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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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Take part in UNKS’s Leaders Program for Unification Future, IFES’s Unification Economy 

Academy, Strategic Dialogues, and Unification Strategy Forums.

●    Unification Economy 

Academy

Lectures by South Korea’s most 

outstanding experts on North 

Korean economy , trade and 

investment, negotiations, and 

unification policies.

●  Leaders Program for 

Unification Future 

High-powered lectures using 

the latest most up-to-date 

information on North Korea for 

society’s leaders to experience 

and share knowledge.

Academic Programs 

 Participate in existing IFES and UNK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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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 통일전략포럼

북한·통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하며, 대북 정책 입안 및 정책 실행을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을 목표로 전문가 및 전·현직 공무

원, 언론인 등의 참여를 통한 정책 개

발에 기여

● 전략대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 등에 관

해 해외 연구기관과 함께 새로운 변화

에 대응, 기관 간 협력을 극대화하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

● IFES 콜로키움

남북 및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등 

동북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를 초빙하여 현안 중심의 공개

강의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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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 Unification Strategy Forum 

Discussions between experts, 

fo rmer  and  cu r rent  pub l i c 

servants and journalist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along with analysis o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ir 

implementation.

● Strategic Dialogue 

Dialogue between Korean and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on 

increas ing cooperat ion and 

response times to new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 IFES Colloquium 

Invited experts engage in public 

discussion on current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relations among 

and affairs concerning actor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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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 국내 현장 답사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위해 

판문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

전망대, 하나원 등에 대한 현장 답사 

프로그램

●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논의하는 공개 담

론의 장

● 북·중 접경지역 답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북

한 지역을 실제로 관찰하는 프로그램.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비롯한 생생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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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 Field Trips

Visits to Panmunjom,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Future Center, 

North Korea observation points, 

Hanawon, and other places of 

interest.

●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Public forums where Korean 

and international scholars and 

experts are invited to discuss 

issues facing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    Field Trip to the Sino-North 

Korean Border 

This program brings students to 

the Sino-North Korean border 

to view life in North Korea from 

across the Yalu and Tumen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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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점검 

 대상자 성취도 평가

● 펠로우십 

  - 연구자-전담교수 협의, 연구수행 계획 지원 및 분기별 연수지도 확인

 - 과정 종료 시 연구결과 발표

● 학위과정  

 - 매 학기 성적 및 지도교수 리포트를 통한 학업성취도 평가 및 관리

    ※ 성적 부진자의 경우 지원 취소(학위논문 제출 자격 요건: 평점평균 3.0 이상)

 - 지원 연장 심사:    1년 단위로 심사, 직전 학년 성적백분율 환산 점수 80% 이상 지원 연장 가능

 대상자 만족도 조사

● 펠로우십  

 - 분기별 1회 과정 운영평가

 - 과정 종료 시 총괄팀 담당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한 대면 만족도 조사

● 학위과정  

 - 매 학기 과정 운영평가

 - 과정 종료 시 총괄팀 담당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한 대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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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Evaluation

 Evaluating Participant Achievement

● Fellowship

  -    Consultations between participants and advisors to plan research and participate in 

academic-related activities each semester

 - Presentation of research results upon completion of program

● Scholarship

 - Evaluations on participant progress based on semester grades and reports from advisors

    ※    Funding will be halted for participants who receive poor grades (Participant must     

maintain a 3.0 GPA or higher to submit their thesis or dissertation)

 -     Funding extension screening: Screening occurs annually. Only participants who receive a    

score of 80% or higher during the previous semester can extend their funding period. 

 Satisfaction Surveys

● Fellowship  

 - Once a semester

 - Face-to-face interview with the advising professor at the end of the program 

● Scholarship  

 - Once a semester

 - Face-to-face interview with the advising professor at the end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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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학위과정 모집 요강

구분 내용

응시

자격

일반사항

• 외국 국적자로 북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분야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 후 Post-Doc 연구자,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 중인 연구자 포함)

•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긴밀한 연구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주제 신청자로, 해당

분야 경력자(언론인, 공무원 등 포함)

학력
• 박사과정 수료 이상(연구자의 경우에 한함)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5년 이상 현장업무 경력자

우대사항

•한국어 구사능력 우수자

•언론 및 저널 등 기고 또는 인터뷰 실적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 발표 실적

•북한·통일분야 관련 주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프로그램 기간 • 6개월 및 1년 단위(최대 2년)

지원내용

•생활비(230만원~300만원) 

•왕복항공료(실비)

•국민건강보험료(실비) 

•초기 정착수당(100만원)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 소개서 

•경력증명서 

•각종 수상 내역 

•서약서 

•출간 서적·논문 원본 

•여권(또는 신분증) 복사본 

•추천서 2부 

•건강문진표 

•연구 계획서 

•최종학위 증명서

 펠로우십 모집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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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Requirements

Categories Description

Applicant 

Requirements

General 

Requirements

• Foreign nationals who mainly work in the fields of North Korean 

studies and/or peace and Korean unification studies (including 

PhD candidates working on thesis, and postdoctoral researchers). 

Persons with work experience (including journalists, government 

officials, international development experts, etc.) and research 

agenda relevant to the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also be considered.

Academic 

Background

• A PhD candidate (for scholars) or a person with over five years of 

experience in relevant fields.

Recommended 

Experienc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previous contributions to academic journals and media
•previous presentations to academic conferences and seminars
• public sector work experience relevant to North Korean and 

Korean unification issues

Program Period
• 6 to 12 months 
  (possibility to extend fellowship for up to 24 months)

Benefits

•Living expenses (KRW 2,300,000 to 3,000,000/month)

•Round-trip flight ticket (expense reimburse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Initial relocation subsidy (KRW 1,000,000)

Required Documentation

•Application Form (Document 1)
•Cover Letter (Document 2)
•Certificate of Employment
•Soft copy of publications (journal articles, books, etc.)
•Copy of passport
•Two Letters of Reference (Document 5)
•Written Pledge (Document 6)
•Medical Inquiry (Document 7)
•Research Proposal (Document 4)
•Graduation Certificate from most recent school

 Fellowship: Requir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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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모집 요강

구분 내용

응시

자격

일반사항
• 만 40세 이하의 외국 국적자로서,  

북한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주제 등 (석)박사 학위과정 신청자

학력 • 최종학력 기준 (학)석사 학위 소자자로 전학년 성적 백분율 환산점수 80% 이상

우대사항
•한국어능력 성적(TOPIK) 5급 이상 취득자

•박사학위 과정 신청자 우선 선발

프로그램 기간

• 석사과정: 최대 2년 / 1년 단위 연장

•박사과정: 최대 3년 / 1년 단위 연장

  ※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전 학년 성적 백분율 환산 점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연장

지원내용

•학자금(전액) 

•생활비(200만원) 

•왕복항공료(실비)

•국민건강보험료(실비) 

•초기 정착수당(70만원)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 소개서 

•경력증명서 

•각종 수상 내역 

•출간 서적·논문 원본 

•여권(또는 신분증) 복사본 

•추천서 2부 

•서약서 

•건강문진표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학부 이상 일체) 

•학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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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larship: Required Documents

Categories Description

Applicant 

Requirements

General 

Requirements
• Foreign nationals under the age of 40 who apply to enter a 

master’s or doctoral program on studies of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Academic 

Background

• Academic requirements: Bachelor’s Degree or Master’s Degree 

with minimum final cumulative GPA of 80% or better.

Recommended 

Background

• Favorable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applicants with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level 5 (or above) and those who 

have applied to the doctoral program.

Program Period

• Up to 2 years for Master’s Degree applicants (renewed annually)
• Up to 3 years for Doctor’s Degree applicants (renewed annually)
 ※    The initial grant will be provided for one year with annual 

review and renewal process. Minimum 80% of cumulative GPA 

or better is required for renewal.

Benefits

•Tuition (total amount)
•Living expenses (KRW 2,000,000/month)

•Round-trip flight ticket (expense reimburse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Initial relocation subsidy (KRW 700,000)

Required Documentation

•Application Form (Document 1) 
• Cover Letter (Document 2)
•Certificate of Employment
•Soft copy of publications (journal articles, books, etc.) 
•Copy of passport 
•Two Letters of Reference (Document 5) 
•Written Pledge (Document 6) 
•Medical Inquiry (Document 7) 
• Graduation Certificates and Grade Transcripts (all certificates/

transcripts from undergraduate degree) 
•Statement of Purpose (Docu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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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북한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모집인원 •펠로우십 ○명, 석·박사 과정 ○명

제한조건
•과거 동일 연구주제로 장학금을 취득하여 연구를 수행한 사람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장학금 혜택과 동시 중복 수혜는 불가

주의사항

•수혜자는 학기 중에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

•중도 포기한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 제출한 지원서의 모든 개인정보는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지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모집기간

•2020년 4월 1일~5월 20일 18시 (한국시간 기준)

  ※ 2020년 1기 펠로우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작

  ※ 2020년 학위과정 신청자는 9월 학기 입학생 대상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fes@kyungnam.ac.kr

  ※    신청서 및 서식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ifes.kyungnam.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결과발표 •2020년 5월 중(결과 발표는 사전예고 없이 변경 가능)

기     타 •프로그램 시작 15일 전까지 입국(입출국 시점 조정 가능)

문 의 처
•E-mail. ifes@kyungnam.ac.kr

•TEL. 82-2-3700-0708, 0736 

 2020년 모집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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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opics
•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lated topics

Number of 

Recipients
•Approximately 10 people 

Restrictions

• Those who have received scholarships/grants with the same research topic in the 

past and those who are currently receiving other types of scholarship/grant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ineligible for this program.

Reminders

•   The beneficiary of this program should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semester (September to December, March to June). 

•   Beneficiaries who wish to terminate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at any 

point will be required to return the total amount of scholarship/grant received.

•   All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by applicants will only be used for this program. 

All applicants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his/her personal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application.

Application 

Period

•April 1 to May 20, 2020 (Korean Standard Time GMT+9)

 ※ The Fellowship begins on Sept. 1, 2020
 ※ 2020 scholarship applicants can enter their programs from September

Application 

Procedure

• Submit required documents via email to ifes@kyungnam.ac.kr (required forms can 

be downloaded from http://ifes.kyungnam.ac.kr) 

Notification 

of Selected 

Beneficiaries

•May 2020 (date of notification may change without notice)

Other Information
• Participants must enter South Korea 15 days before the start of their respective 

program (exceptions can be made if necessary)

Contact
•E-mail. ifes@kyungnam.ac.kr
•TEL. 82-2-3700-0708, 0736 

 Addi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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