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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2019년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모태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설립된
지 47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과학분야 영문학술지 ‘Asian Perspective’가
창간된 지 42년이 됩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유수한 국책 및 출연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역량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Asian Perspective’ 역시 한 단계 더 비상하기 위해 작년부터 미국의 Johns
Hopkins 대학 출판부와 공동 출판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올해로 개교한 지 30년을 맞습니다. 1989년 11월 경남
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에서 시작해 1998년에는 최초의 북한전문 대학원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으로 도약했고, 2005년 현재의 북한대학원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계각층에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 Asian Perspective 42주년 및 북한대학원
대학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시기를 회고하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자 하는
뜻을 다지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더욱 발전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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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This year marks the 47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of Kyungnam University, which provide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t is also
the 42nd anniversary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glish-language
social sciences journal, Asian Perspective. The Institute is recogniz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leading
government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Moreover, Asian
Perspective is taking a major leap forward through our partnership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s we began to copublish the journal from
last year.
In addition,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Beginning as the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yungnam University in
November 1989, it became the first graduate school specializing in North
Korean studies in 1998, and developed into the curr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2005. Our sincere and heartfelt gratitude goes out to all of
our partners and supporters for all the guidance and encouragement over
the years.
To commemorate the 47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the 42nd anniversary of Asian Perspective,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e are hosting a conference to reflect on the past and to reaffirm our
commitment for the future. We cordially invite you to join us in celebrating
the anniversaries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and support as we continue to embark on this journey to
progress and bring a brighter future.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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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09:30~10:00
사회
10:00~10:30

등록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개회식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 총장

기조연설

김연철 통일부 장관

10:30~10:40

기념촬영

10:40~12:30

제1회의: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미래

사회

이수훈 경남대 교수, 前 주일대사

좌담

Carla P. FREEMAN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Asian Perspective 편집장
Masao OKONOGI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Jingyi JIN 중국 북경대 교수
Alexander ZHEBIN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14:00~16:00

제2회의: 북한 연구의 과제와 전망

사회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북한연구학회 회장

발표

김영수 서강대 교수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前 북학대학원대 총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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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09:30~10:00
Moderator

Registration
Young Soo YU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or of Planning, IFES, Kyungnam Univesrsity

10:00~10:30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Keynote Speech

Yeon Chul KIM Minister of Unification, ROK

10:30~10:40

Photo session

10:40~12:30

Session I: Changes in 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o-Chairs Debate)

Panel Chair

Su-Hoon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Panelists

Carla P. FREEMAN Executive Director, Johns Hopkins SAIS Foreign
Policy Institute; Editor-in-Chief of the academic journal Asian Perspective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Jingyi JIN Professor, Peking University
Alexander ZHEBIN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14:00~16:00

Session II: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Studies

Panel Chair

Moon-Soo YANG Vice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ers

Young Soo KIM Professor, Sogang University
Woo Young LE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scussants

Hoyoung AHN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an Kyu CHOI Chair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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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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개회식 & 기조연설
사회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 총장

기조연설

김연철

통일부 장관

Opening Ceremony & Keynote Speech
Moderator	Young Soo YU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or of Planning, IFES, Kyungnam Univesrsity
Opening Remarks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Keynote Speech

Yeon Chul KIM

Minister of Unification, ROK

개회사
Opening Remarks

박재규

경남대 총장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박재규 총장은 1999~2001년 제26대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2000
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
며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등
을 역임했다. 미국 페어레이디킨슨대학교 정치학과,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사회과
학원 박사과정을 수학한 뒤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북한외교론」(1977), 「북
한군사정책론」(1984),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1997),「일념, 평화통일 길」(2017), 「새로운 북한이야기」
(2018) 등이 있으며, 미국 페어레이디킨슨대학교 글로벌 언더스탠딩상(2001), 청조근정 훈장(2002), 미국 연
방의회 특별상(2009), 녹색경영인대상(2010) 등을 받았다.

Dr. Park Jae Kyu served as Minister of Unification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during 1999~2001. In 2000, as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nter-Korean Summit, he successfully led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between then President
Kim Dae Jung and lat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addition, he was Chairman of the Korean University
Presidents Association and Chairman of the ISANG YUN Peace Foundation. He received a
B.A. in political science at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USA and a M.A. in political science at
City University of New York, USA; conducted doctoral courses at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n the US; and complet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at Kyung-Hee University in Korea.
His representative publications includ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1977),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1984), New Diplomacy of North Korea and Its Survival Strategy (1997), A Road
to Peaceful Unification (2017), A New Story of North Korea(2018), among others. His accolades
include the Award for Global Understanding,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USA 2001);
Order of Service Merit Blue Stripes (Republic of Korea 2002); Special Prize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USA 2009); Special Prize of the Jury (Prize for Conflict Prevention), The Foundation
Chirac (France 2009); and the Green Leadership Award (RO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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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Keynote Speech

김연철

통일부 장관

Yeon Chul KIM

Minister of Unification, ROK

김연철 장관은 1996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아세문
제연구소, 통일부장관 정책비서관을 거쳐 2010년부터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8년 4월부
터 통일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했고 올해 5월 통일부 장관에 취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70년의 대화: 새로 쓰는
남북관계사』(2018), 『협상의 전략』(2016) 등이 있다.

Yeon Chul Kim i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He worked as Former Chief Researcher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Former Research Professor at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RI), Korea
University. Also, he served as Former Policy Advisor to the 31st Minister of Unification and as
a professor at Inje University from 2010. His books include Dialogue of the Past 70 Years: Reevaluating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2018), The Strategy of Negotiation(2016)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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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oderator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Young Soo YU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or of Planning,

IFES, Kyungnam University

유영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이며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뉴욕주립 빙햄튼 대
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라들의 인권에 관한 행동을 비교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Korea Observer 등에 논문
을 게재했다.

Young Soo Yu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also
serves as Director of Planning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 D. degree in Political Science at Binghamton University. He studies human
rights practices of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His research has been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Korea Observer, and many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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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Session 1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미래
사회

이수훈

좌담

Carla P. FREEMAN

경남대 교수, 前 주일대사

Masao OKONOGI
Jingyi JIN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Asian Perspective 편집장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중국 북경대 교수

Alexander ZHEBIN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Session 1

Changes in 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Panel Chair	Su-Hoon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Panelists	Carla P. FREEMAN Executive Director, Johns Hopkins SAIS Foreign Policy
Institute; Editor-in-Chief of the academic journal Asian Perspective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Jingyi JIN Professor, Peking University
	Alexander ZHEBIN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사회
Panel Chair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前주일대사

Su-Hoon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이수훈은 경남대학교 교수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국제평화재단 이사,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
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주일 한국대사를 역임했다.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세계사회학회 집행이사를 역
임하였다. 현재 일본 게이오대학 초빙교수이며, 한국정치사회학회 회장, 동북아지식인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
득하였다.

Su-Hoon Lee is a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His previous positions include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an Executive Member of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and an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Japan. He also served as the Chai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His academic activities
include the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Comparative Sociology, an Executive Member
of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and the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Political
Sociology. He received his B.A. and M.A. in English 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in Sociology from Johns Hopki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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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Panelists

칼라 프리만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Asian Perspective 편집장

Carla P. FREEMAN

Executive Director, Johns Hopkins SAIS Foreign Policy Institute;

Editor-in-Chief of the academic journal Asian Perspective

칼라 프리만은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 교수이다. 국제학대학원 외교정책연구소 상임이사와
학술지 Asian Perspective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정책과 국외정책간의 관계가 주 연구분야
이다.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출간했다.

Carla P. Freeman is an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of China Studies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Executive Director of the SAIS Foreign Policy Institute
and Editor-in-Chief of Asian Perspective. Most of her research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She is the author and editor of numerous academic
publications and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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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Panelists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오코노기 마사오는 게이오대 명예교수이다. 게이오대 법학부 학장(2005-07) 및 지역연구센터 소장(199599)을 역임했다. 1986년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1972년-74년까지 연세대에서 수학했다. 또한,
1981년에서 1982년까지 하와이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학자로 연구했다. 『한반도 분단
의 기원』(2018), 『한반도의 위기』(2006),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2005), 『김정일과 현대북한』(1999) 등의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Masao Okonogi is a Professor Emeritus of Keio University at Tokyo. He was Dean of Faculty
of Law and Politics (2005-07)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Area Studies (1995-99) of Keio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1986) in political science from Keio University. He studied at
Yonsei University from 1972-74. From 1981-82, he was a Fulbright Scholar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n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has wrote and edited numerous works,
including Origins of the Korean Division(2018),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2006), Postwar
Development of Japan-Korea Relations(2005), Market, State, and International Regime(2001),
North Korea During Kim Jeong Il Era(1999),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ost-Cold War
Era(1994), and Korean War(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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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중국 북경대 교수

Jingyi JIN

Professor, Peking University

김경일은 북경대 외국어대학 교수이자, 한반도 연구센터 부소장이다. 한중교류협회 소장 및 아시아-아프리
카 발전교류협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대 및 한국 한국학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Jingyi Jin i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Foreign Languages at Peking University and Vice
Director of Korean Peninsula Research Center. He is an expert in 985 projects of China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a director of the China-Korea Exchange Association and a director
of the Central Asia-Africa Development Exchange Association. He is a visiting scholar at Keio
University in Japan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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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Panelists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Alexander ZHEBIN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알렉산더 제빈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이자 한국전문가이다. 1975년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를 졸업하였고 이후 12년간 북한에서 언론인과 외교관으로서 활동했다. 1992부터 모스코바
극동연구소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동 기관에서 1998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3년- 1994년까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방문학자로 있었으며, 1997년에는 통일연구원의 방문학자로 있었다. 1998
년에서 2001년까지 주북한러시아 대사관 일등 서기관 및 참사관을 역임 후 2004년부터 러시아 과학 아카데
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연구분야는 북한의 정치발전, 북-러 관계, 한반도 안보 및 북핵문제이다. 세권의 저서가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고 국내외 언론의 기고문을 작성했으며, 특히 한국 문제에 관해 주요 러시아 TV 채널에 자주 논
평을 하고 있다.

Alexander Zhebin is a Russian political scientist and specialist on Korean affairs. He graduated
from the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GIMO) of the USS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75. Dr. A.Zhebin worked for 12 years in North Korea as a journalist
and a diplomat. He joined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IFES) in Moscow in 1992 and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in 1998 from the IFES. He was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Asiatic Research Center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from 1993 to 1994, and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in Seoul in 1997. He was a
Counsellor and the First Secretary at the Embass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DPRK from
1998 to 2001. He has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IFES since 2004.
Fields of research: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DPRK, Russia-Korea relations,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nuclear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Dr. A.Zhebin authored three
books, chapters in several collective monographs and numerous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and newspapers at home and abroad. He frequently comments on Korean affairs on major
Russian TV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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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anel Chair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북한연구학회 회장

Moon-Soo YANG

Vice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양문수는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겸 교학부총장이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등을 역
임했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연구 분야는 북한경제, 남
북경협, 남북경제공동체 등이다.

Moon-Soo Yang is a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an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e has served as Policy Advisor for Ministry of Unification, Guest
Commentator of KBS,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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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ers

김영수

서강대 교수

Young Soo KIM

Professor, Sogang University

김영수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서강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북한연구학회 회장, 민주평통 통일
정책분과위원장, 국방부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와 어린이어깨
동무 이사 등을 맡고 있다.

Young Soo Kim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He was a
Vice President of Sogang University and a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KANKS). His major is Political Science and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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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ers

이우영

북학대학원대 교수

Woo Young LE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이우영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남북한 마음 통합연구센터단장 및 심연북한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
다. 통일부 자문위원 및 민주 평통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다. 2016년 북한연구학회장을 역임했다.

Woo Young Lee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and Director of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He is also advisory panel fo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central committee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e was a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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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ants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Hoyoung AHN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안호영은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북한대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본부에서는 통상교섭조정관, 그리고 제 1차관으로 일하였고, 해외 공관에서는 주 벨
기에 겸 구주연합 대사, 그리고 주미대사로 일하였다. 서울대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
하였고, 한국방송통신대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경남대에서 정치학 명예 박
사 학위를 받았다.

Hoyoung Ahn is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 premier university
for research and education of North Korea related issues. He used to be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2013-17). He has also served as Deputy Minister for Trade,
First Vice Foreign Minister, and Ambassador to the European Union. He studi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law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the Georgetown University (M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LLB) and the Georgetown Law School (LLM). He received a Ph.D.
degree (Hon)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Kyungnam University.

23

토론
Discussants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前북한대학원대 총장

Wan Kyu CHOI

Chair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최완규는 현재 신한대학교 석좌교수이며, 북한대학원대학교 제4대 총장이었다(2012-2015). 현재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직과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직을 지냈으며 2004년-2005년까지 북한연구학
회 회장을 맡았다.

Wan Kyu Choi is a chair professor at Shinhan University. He was the fourth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12-2015). He is currently the co‐representative of the
Korean Sharing Movement (KSM) and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 Reunification Society of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lso, he is a member of the veteran advisory group
for inter-Korean summit preparatory committee since 2018. In the past, he served as the
vice-president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2), and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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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

동국대 교수

Sun Song PARK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박순성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이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참여연대 평화
군축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2015),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
일』(2003) 등이 있다.

Sun Song Park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s, Dongguk University. He has worked as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SPD. His works include Actor-Network and Performativity of Divided
Korea(2015) and North Korean Economy and Korean Unificatio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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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ants

최대석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Dae Seok CHOI

Vice President for External Affairs, Ewha Womans University

최대석은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이자 북한학과 교수이다. 1993년 미국 클래먼트 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한 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1994-96),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1996-2006), 한국정치학회 연구이
사(2004), 북한연구학회 회장(2011),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2007-2014),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장
(2014-2017), 사회과학대학장(2018)을 역임한바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현대북한체제론』(2000),
『남북관계사』(2010),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2015) 등이 있다.

Dae Seok Choi is currently Vice President for External Affairs and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Korea. After receiving his doctorate degree
in political science at Th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in 1993, he became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1994-96), a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1996-2006), the Head of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11), the
Director of Ewha Institute for Unification(2007-2014), and Dean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
at Ewha(2018). Professor Cho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Modern Political Systems of North
Korea(2000), Historical Relations of the Two Koreas(2010), and Politics of North Korea in Kim
Jung-un Er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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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고려대 교수

Ho Yeol YOO

Professor, Korea University

유호열은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이며, 2006년-2010년까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
했다. 고려대학교 재직 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연구조정실장(1991-1994), 기획조정실장
(1995-1997), 통일정책실장(1998)을 역임했었다.
2008년 북한연구학회 회장 및 2013년 한국정치학회장직을 수행했다. 2014년-2015년에는 대통령직속 통
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정치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2017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학력사항으로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정치학석사를 받았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수여했다.

Ho Yeol Yoo is currently a professor of North Korea Studies at Korea University and the former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2006-2010). Prior to
taking up his teaching position at Korea University, he serv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t KINU, he worked extensive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the Director of the Unification Policy Division (1998), Office
of Planning & Budget (1995-1997), and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1991-1994).
He work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n 2013, and has also led
various academic associations such as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in 2008.
He also worked for the ROK government as the Executive Vic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for ROK President in 2016 to 2017 and Chairman of the Political
Section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Unification Preparation through 2014 to 2015.
He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with a BA and MA at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and
received his Ph.D. in Comparative Politics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in 1990.

27

북한 연구의 과제와 전망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Studies
김영수

서강대 교수

Young Soo KIM Professor, Sogang University

Summary

북한대학원 설립 30주년을 계기로 북한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본다. 북한연구가 기존 전공 분류에서 어디
에 속하고 있는지? 향후 북한연구의 영역은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하는지를 진단한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연구의 현주소를 평가하며, 둘째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가 무엇
인지 분석하며, 셋째, 북한연구가 극복 또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끝으로 북한연구의 미
래를 예측하면서 현재 무엇부터 개선·보완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또 현행 북한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학과의 개선점, 남한연구와 북한연구를 함께 해낼 수 있는 한반도연구
의 필요성, 국제 경쟁력 있는 북한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 및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연구자 양성 방
안을 제시한다.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pon us, I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address the task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Studies in general. While
doing so, I will discuss how North Korean Studies is categorized within existing fields of
research and diagnose the changes that should be made within the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in the future.
In this presentation, I will first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Second,
I will analyz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n Studies. Third, I will put forward
issues that the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must overcome or remedy. Lastly, I will predict the
future of North Korean Studies and propose what must be improved upon in the present and
new areas that must be developed.
I will also touch upon areas that departments of North Korean Studies can improve upon, the
necessity of Korean Peninsula research that includes both South Korean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ways to trai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North Korea experts, as well as ways
to train North Korea expert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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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연구’의 정체성 문제
• 기존 전공 분류에 따르면 어디에 속하는가?
- 지역연구, 비교정치, 한국정치
• ‘통일연구’와의 연계와 차별성
- 통합연구라는 새로운 영역

Ⅱ. 현재 ‘북한연구’ 평가
• 개론 → 각론 → 총론 → 각론의 심화
- 개론에서 각론으로 빠르게 진행
- 각론에서 총론으로의 전환, 아직 미흡
• 북한학과 커리큘럼 평가
- 다양한 과목 개설 / 그러나 실제 개설과목은 정체
- 과목 선점 현상에 대한 비판적 평가
- 강의계획서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 전공 강의 설계의 짜임새 평가
- 학부, 대학원(석·박사과정)의 차이
- ‘친숙도’ 없이 ‘분석’에 치중
- ‘데이터’ 없이 ‘이론’에 치중
- ‘북한’만 가르쳐도 되는가?
- ‘영화’ 보여주기로 북한에 대한 친숙도 제고할 수 있는가?

Ⅲ. ‘북한연구’의 문제와 한계
• ‘가치’가 너무 많이 부여
- ‘희망적 사고’ / ‘목적론적 연구’ / ‘결론 정해진 연구’
- 전체주의적 접근 / 내재적 접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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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의존도’, 여전히 높음
- 대표성 문제 / 설문구조의 문제
• ‘평양중심’의 접근이 지배적
- ‘비평양’에 대한 연구 미흡
- ‘통치자 중심’의 접근 / 엘리트 연구 미흡
•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 등의 순으로 범주화된 과목 설정
- 수령, 당, 인민 수준의 분석도 필요
• 거시적 연구 미흡
- 다양한 전공 영역에서 미시적 연구 진행 중
- 연구자 간의 학제적 연구 미흡
•	북한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 거의 없음
-	경제: 시계열적 추세연구조차 미흡

Ⅳ. ‘북한연구’의 과제
1. ‘북한’의 특수성 탈피를 위한 노력
- 다른 전공의 전문가(국제정치, 지역연구 등)가 공감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가치 편향적 연구, 탈피
- 데이터 생산을 위한 연구방법, 개발
- 북한연구에 필요한 ‘분석기법’, 개발

2. ‘있는 그대로의 북한’, 재구성 노력
-	북한을 정확하게 모르고 연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북한교육’과 ‘북
한연구’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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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정치’로의 전환
- 남한정치, 북한정치 전공 아닌 남북한 정치 전공자를 양성하는데 주력
- 경쟁력 있는 비교정치 영역으로 심화

4. 국제 경쟁력 있는 북한연구자 양성
- 주요 국가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 마련
- 북한한과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제도화 작업, 필요
- 범용성 있는 연구자 양성 / 국제정치, 비교정치 능력을 겸비

5.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연구자 양성
- ‘실용적 학문’으로 확장

Ⅴ. 전망
1. ‘밝음’
- ‘북한연구’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존재
- 경쟁력 강하다
- 단, 국제경쟁력 갖출 수 있는 어학능력, 뒷받침되어야 함

2. 통일 진행 단계 및 통일 이후 연구과제, 부상
- 분단 및 통합사례(독일, 예멘, 아일랜드, 베트남 등) 연구, 주목
- 남북한 통합 예상 시나리오 연구, 구체화 / ‘사회심리’ 연구 부상
- ‘통일환경’ 연구, 비중 증가

3. 기존 커리큘럼 재검토
- 관련학과와 공동 개설 및 필수 과목 재선정
- ‘K-MOOC’ 강의를 통한 온라인 수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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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 연구 성과와 전망
Achievement and Prospects on Studies
of North Korean Society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Woo Young LE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ummary

70여년 동안 지속된 분단체제가 지속되면서 북한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왔다. 전쟁
을 경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루기가 쉽지 않
은 연구 대상이었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면서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
실에서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북한 연구가 좌우된 경향이 강했고, 결과적으로 냉전기의 북한연구는 과학적이
고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북한연구는
‘북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 사실판단보다는 진위판단을 지향하는 ‘목적론’(teleology)적 연구가 될 가
능성이 높았다. 또한 냉전적 환경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시기의 북한연구의 또 다른 경향은 북한연구와 북한정
치연구가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북한이 하나의 국가인 동시에 완결된 하나의 사회체제라는 차원에서 본다
면 정치학 일변도의 북한연구는 그 자체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세계적인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남한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1990년대 이래 북한 사회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냉전체제가 와해되는 외적 환경 변화와 남한의 민주화는 북한 연구 전반의 변화와 더불
어 북한사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촉진하였다. 이후 진행된 북한 사회연구는 여전히 양적으로 충분하지는 않
지만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다. 사회과학적 이론의 접목, 미시적 영역과 일상부분에 대한
관심 확대, 북한의 다양한 지역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과거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세대, 성, 노동, 네
트워크 등 새로운 연구 영역도 개척되었다. 또한 빅테이터나, 현지 조사 등 새로운 방법론이 적용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사회연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도 갖고 있
다. 여전히 북한사회 관련 연구자들은 부족하고, 사회학을 포함한 기존 사회과학계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
적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제한이 지속되고, 북한 지역 및 북한 주
민에 대한 직접 조사도 어려운 등 연구 환경도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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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ystem of division has continued for nearly 70 years, academic research on North
Korea has faced numerous limitations. Maintaining value neutrality was a challenge due to
the adversari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following the Korean War. Accessing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 was difficult as the government maintained control of all
such resources. This control strongly influenced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North Korea to
meet the political need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t the time. As a result, there was a lack
of objective, scientific research on North Korea throughout the Cold War Era, with most work
being mere criticisms of the adversary. All too often research was teleological in its approach,
favoring right-and-wrong judgment over fact judgment when addressing the question ‘What
is North Korea?’ Furthermore, in the Cold War Era where research was state-led, there was a
tendency for research on North Korea and research on North Korean Politics to be regarded as
the same thing. Politically one-sided research on North Korea has in and of itself been a cause
of hindere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when looking at it as both one state and also one
complete social system.
Research on North Korean society has accelerated since the 1990’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world order, South Korea’s democratic advances, and as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improving. External change brought on with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as well as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have expedited the overall transformation of
research on North Korea along with academic access to North Korean society. Research on
North Korea carried out since remains lacking in quantity, but has seen growth in academic
quality. Sociopolitical theories have been incorporated, interest in daily life on a micro level
has been expanded, and research on North Korea’s diverse regions has been realized. Now
the way has been paved for new areas of study which were previously outside the scope of
interest such as research on generation, gender, labor, network, et cetera. There has also been
research presented that was conducted using new methodologies such as ‘big data’ and
field surveys. Despite such growth in the quality of research done on North Korean society,
there are still limitations that remain.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ers studying North Korean
society, and there is still a relative lack of interest in North Korea among the existing sociology
and social studies circle. Limited access to websites related to North Korea and difficult direct
access to the North Korean region and its people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poor research
environment.

37

□ 북한사회연구의 배경
•	70여년 동안 지속된 분단체제하에서 북한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왔음.
-	전쟁을 경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연구 대상
-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면서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북한 연구가 좌우된 경향
-	결과적으로 냉전기의 북한연구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
•	다시 말하자면 냉전시기의 북한연구는 ‘북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 사실
판단보다는 진위판단을 지향하는 ‘목적론’(teleology)적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
았음.
-	진위판단을 지향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사실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논리보다는 정치적 잣대가 결정
력을 갖는 이상 학문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
-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혹은 과학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
으로는 국제적인 냉전구조의 해체,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이 선행조건
•	냉전적 환경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시기의 북한연구의 또 다른 경향은 북한연구
와 북한정치연구가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임.
-	분단을 이념 차원에서 인식하였고, 북한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북한연
구의 주된 동기가 되는 한, 북한 정치체제나 이념이 북한연구의 핵심
-	북한연구에서 주체사상이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연구, 그리고 대남전략 등
이 주류를 차지
•	북한이 하나의 국가인 동시에 완결된 하나의 사회체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
치학 일변도의 북한연구는 그 자체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약하는 요인이었
음.
-	‘우리의 소원은 통일’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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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남쪽의 통일방안을 위해서도북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해가 불
가피
-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
•	냉전적 사고의 지속과 이념비판적인 연구가 중심이 되었던 정치적 상황 외에도
북한사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였음.
-	북한사회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 사회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사회
현실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
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움
-	사회학은 방법론적으로 엄격한 기준 지향: 과학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이론적 바탕을 중시하는 학문적 특성상, 자료의 부족은 북한을 사회학적 관심
에서 멀어지도록 한 배경
-	냉전시기에 서구의 사회주의 연구도 정치학이 주도: 참고할 만한 사회주의 국
가의 사회체제의 대한 연구 부족
-	한국 사회학계의 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정치학과를 운용하는 대학
에서는 북한정치 전공연구자를 교수진에 포함되고 통일 관련 교과목을 편성
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학과에 북한을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 학교는 부재
•	세계적인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남한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
면서 1990년대 이래 북한 사회연구도 본격화되었는데 이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
요인도 북한 사회연구 본격화와 관련이 있음.
-	북한 연구가 정치학 일변도를 넘어서면서 경제 등으로 연구 분야의 폭이 확장:
통일 및 북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북한전공 학과의 개설
-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사회문화체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
-	독일통일 과정에서 사회문화통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	탈냉전 이후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생산과 확산
-	1980년대 민주화세대가 연구자로 전향하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 고조
-	민주화와 동반된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보·자료에 대한 국가 독점을 약화: 다
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 원자료의 국내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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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의 증가로 북한 사회 관련 정보
의 확대
-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을 경험한 외국인
의 정보 등이 유입되고, 북중 접경지역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간접 자료 수집
가능
•	여전히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연구나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
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
토하는 작업은 북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나 북한연구의 학문적수준을 제고하
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임.

□ 북한사회연구 동향
•	1990년대들어 북한연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데, 단행본은 1980년대 비해 단
행본은 1980년대에 비해 약 3배, 석사학위논문은 약 2.5배, 박사학위논문은 약
6배로 양적으로 증가하였음.1
•	정영철은 다음과 같이 북한 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있음.2
-	제1기는 분단이후에서부터 1980년대 중반: 북한 연구가 초기에는 주로 월남
내지 귀순인사들의 정보분석, 정책해설 수준에 머물다가 국토통일원이 설립
되면서 사회과학적 분석틀 적용 및 이론화가 시도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러나 안보와 반공이라는 의도가 개입되어 몇몇 선구적인 연구 성과물을 제외
하고는 연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 시기는 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
구소의 일련의 연구물 시리즈와 전후 최초로 발간된 을유문화사의 ‘북한인식
시리즈’가 객관적인 학문적 연구로 새롭게 시도

1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제50호(2006), 36쪽.

2	정영철, “북한학의 현황과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가을 학술회의 발표문(2007), 4쪽; 조은희, “북
한 사회 연구동향과 과제,” 『현대북한연구』 13/1(2010, 41~42쪽.

40

-	제2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 ‘북한바로알기운동’ 및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대되면서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시기로 북한연구가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점차 과학의 영역으로
이동했던 시기인데, 앞선 관변연구, 이데올로기 중심적인 연구의 틀을 깨고 김
일성의 항일역사, 북한의 권력구조, 주체사상 등의 분야에서 실증을 통한 연구
를 진행되었으며 하나는 그동안 북한 연구의 방법론이 부재한 가운데서 연구
방법론이 제기되고 그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
-	제3기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2세대 연구자들
이 북한 연구의 방대한 성과물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정부정책에도
참여하는 등 북한 연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시작되었고, 대학 및 대학원 등
에서 북한 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북한 연구가 전개되어 나
간 시기로 특히 북한의 현대사 연구에서 방대한 저작들이 출간되어 있는 그대
로의 ‘북한’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이 생산
•	그 이전에도 북한 사회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북한사회연구가 본격화된 것
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음.3
-	1975년 북한연구소의 『북한사회론』이 사회학자들이 참여한 본격적인 북한사
회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4 책을 출간한 주체가 정부이고 자료도 정부에
서 제공하였다는 한계
-	이후 도흥렬, 이온죽, 이변혁, 황성모 등이 북한연구에 대한 사회적적 관심이
나 방법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효재와 박노영 등은 분단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을 가지는 가운데 북한사회 문제를 천착
-	박사학위 가운데 북한 사회연구는 총 42편으로 북한 박사학위논문 전체 351
편 중 11%에 해당한다. 1980년대에는 4편, 1990년대에는 11편,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26편으로 그 수가 2배로 증가5

3	1990년대까지 북한사회연구에 대해서는 도흥렬, “한국사회학의 북한사회연구,”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
집」, (1995) 참조.
4

황성모, 고용복, 김채윤, 임희섭, 김대환, 최홍기, 도흥렬, 이장현 등 대표적인 사회학자들이 참여.

5

조은희, “북한 사회 연구동향과 과제,”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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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강정구가 편집한 을유문화사의 「북한의 사회」가 북한사회연구의 전환
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냉전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부분이 중심이 되는
북한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	기존의 사회학 개론의 범주를 수용한 최초의 개론서6
•	1990년대부터는 북한사회문화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북한연구학회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 『북한연구학회보』에 실린 북한사회관련 논문 114편을
분석한 김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7
-	북한 문학, 영화, 미디어 등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문학이
나 기타 미디어의 형상, 원형, 재현 등의 주제는 33편
-	(탈북)북한 여성 혹은 여성주의적으로 북한 사회문화를 접근한 연구가 16편
-	북한의 교육 체계 혹은 통일 교육 관련 연구는 14편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나 이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의 수는 11편
-	나머지 논문은 큰 맥락에서는 북한사회와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었고, 남북한
의 통합이나 통일에 관한 논문도 지속적으로 게재
•	한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
2000년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사회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
임.

<표> 2000년~2018년 북한사회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연도

제목

저자

분야

2001 북한 농촌사회의 사회심리학적 이해 : 식량난의 파급효과

도흥렬

농업

2002 북한의 농업 위기와 식량 문제 : 거시 역사적 접근

김철규

농업

2002 북한 농업구조의 변화 전망 : 가족농 부활의 신화와 현실

김홍주

농업

6	이 책 1부는 구조와 변동 부분에 북한사회구조의 변혁, 북한의 계급, 북한의 농촌 등이 포함되어 있고, 2부는
민중생활에 북한의 교육,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의 보건의료, 북한의 민속, 북한의 종교생활이 포함되어 있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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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 “학회 20년, 북한사회 연구의 쟁점과 도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 참조.

연도

제목

저자

2004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
엄태완, 이기영
계

2004

북한 교회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성격 : 지배체제 및 종교정책 변화
를 중심으로

2004 분단국과 사회주의 미술 - 구(舊) 동독과 북한의 미술을 중심으로

분야
이탈주민

최명국

종교

김재원

문화

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 청진·신의주·혜산 지역을 중
심으로

장세훈

도시

2006

북한의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민족 만들기 :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주체

강진웅

민족

2006

전환기 북한 도시화의 추이와 전망 : 지방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장세훈

도시

이금순

이탈주민

정은미

농업

윤보영

이탈주민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2008

농민의 저항과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 :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유
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9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 대처과정의 긍정적 힘에 대한 질
적 연구

엄태완

이탈주민

2009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 1990년대 경
제위기 전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박정란, 강동완

사회화

정은미

농업

2009 북한의 체제 생존력과 농촌의 역할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
한 구술 사례연구

이희영

이탈주민

2010

북한의 국가 권력에 대한 미시적 접근 : 호전적 민족주의와 주민들의
삶

강진웅

권력

2010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
북한내부요인과 동북아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임형백

공간

홍순혜, 이숙영,
김선화

이탈주민

안권순

이탈주민

염유식, 김여진

이탈주민

정용상

이탈주민

윤선희

한류

배영해

통제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
2011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
회 변화

2011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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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목

저자

분야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문
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겨레

이탈주민

이현경

경제

20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2011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적 가치 수용과 삶의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곽정래

이탈주민

201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패러다임 전환의 요청과 인문-융합적
패러다임

김선희

이탈주민

박찬석

교육

강태영, 황유선,
강경미

이탈주민

2011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1953~69년)

윤철기

체제

2011 북한의 사회통제력과 산림황폐화

임재학

통제

2011 전쟁사회와 북한의 냉전 인식 :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

한성훈

교양

2011 70년대 북한 공연예술 변혁의 사회정치사적 고찰

이춘길

예술

김양희

일상

2012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 2008~2011

김병로

체제

2012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윤인진

이탈주민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임정빈

이탈주민

2012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박경숙

여성

이희영

이탈주민

2012 북한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최응렬, 이규하

통제

2012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권오윤, 정성훈

시장화

김현경

이탈주민

김도태

이탈주민

2011 북한의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 텔레비전 시청 행위와 사회 적응

2011

2012

2012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식생활정책 :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
으로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 북한 여
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질적 연
구

2012 북한 이탈주민의 시민교육 내용과 문제점
2012

북한의 경찰작용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
안단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박창석

통제

2012

사회주의체제 형성기 북한 교원의 충원과 관리 : 교원양성기관
교원을 중심으로

박혜숙

교육

김연희, 김유경

이탈주민

박중수

여성

2012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2012 일에 대한 목회신학적 방법론 : 북한 사회 여성 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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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목

저자

분야

2013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 : 천리마운동과 대
약진운동

이문청, 서정민

사회운동

2013

동유럽 공산체제붕괴에 비추어 본 북한붕괴론 : ‘시민사회’개념을 중
심으로

박정원

체제

2013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박현식

이탈주민

2013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Membership)에 관한 비교
연구 : 충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미영

이탈주민

2013 북한의 출산력 변천과 사회적 요인

박경숙

여성

2013 북한 사회의 기독교 인식 변화 분석

고영은

종교

2013 6·25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치동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신용

기타

2013 연변 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 상관관계 및 역사성

이옥련

기타

2014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이우영

지원

김영일, 전혜연,
강선주, 기지혜,
권지성

이탈주민

201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2014

국가사회주의 시민사회론 재고 :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전망에
주는 함축

한승완

체제

2014

북한 사회주의 이행의 근대성과 일상의 변동 : 1960년대 지역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한성훈

체제

2014

‘단숨에’ ‘마식령속도’로 건설한 ‘사회주의 문명국’ : 김정은
체제의 북한문학 담론 비판

김성수

체제

2014

북한이탈주민의 멘토링 연결망 특성, 멘토링 기능, 그리고 경제적 만
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연구

신효진

이탈주민

2014

용서 교육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진민진, 현명호

이탈주민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린, 박세훈, 박
이탈주민
경자

2014

북한의 정보화 실태 및 파급영향 : 한류韓流 및 외부정보 유입과 북
한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2014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실질 소득격차 분석
2015 한국전쟁 전후 북한사회계층의 변화 연구(1945-1961)
2015

탈북민 의식을 통해 본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징 : 남북한 주민들의 정
치 통합을 위한 과제

강동완

한류

정은찬, 김재현

여성

정일영

계층

유호열

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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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

제목
북한 및 제3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과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 :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현실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 여성을 중심으로
2015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분야

오원환

한류

김기창

이탈주민

이승윤, 황은주,
김유휘

여성

2015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 선호의 변
화, 1991-2005

김상기, 김근식

사회화

2015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계민

이탈주민

2015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정진아

노동

2015 북한의 사회생활 호칭·지칭어 연구

양수경

언어

2015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송강직

법

김승

영화

곽정래

행위자

박경숙, 신원우

이탈주민

201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 연구

성용은, 윤병훈

이탈주민

2015 북한사회의 합심(合心)주의 마음문화

유승무, 신종화,
박수호

문화

2015 북한 기록영화의 통사(通史)적 접근 : 정치·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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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2015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으로 본 북한사회 내
정보 이동성과 커뮤니케이션 구조 분화

2015

북한이탈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이 남한사회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5

북한 사회의 갈등관리방안 사례연구 : 최근 북한영화에 나타난
제3자 개입을 중심으로

이영애

영화

2015

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추동 : 양국 내외자기업
법제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김병기, 양병찬

경제

2015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과 사회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문승일, 송영민,
이광옥

이탈주민

2015 북한이탈 사회복지학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최미혜

이탈주민

2016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 ‘마음의 지질학’ 시론

이우영

통합

2016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
족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양계민, 이우영

이탈주민

2016

탈북인 재현 프로그램에 교차하는 시선과 마음 : 남한/탈북 주민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권금상, 이우영

이탈주민

2016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 생활총화와 검열의 상황에
서의 공모하는 마음

김성경

일상

연도

제목

저자

분야

2016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 생존과 일상의 경계를 넘
어

엄태완

이탈주민

오정수

사회정책

2016 북한의 체제변동과 단계별 사회정책의 특성에 관한 소고
2016

여성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습의 어려움
과 지원방안

배진형, 박미현

이탈주민

2016

규범에 경합하는 북한여성들의 성적실천 : 고난의 행군 이후 일상에
서의 성경험을 중심으로

권금상

여성

2016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정진아

농업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황정미

이탈주민

2016 북한의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이현주

통합

정광진

법

2016 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김주삼

이탈주민

2016 북한 및 동북아국가 인식과 남북통일 인식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상돈, 서운석

통일인식

2016 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법제 동향

정유석, 이철수

법

2016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 북한 관련 시사점

도경옥

법

2016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담론과 근대성의 함의

한재헌

체제

2016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
구 : 사회주의법 및 북한법의 배경을 중심으로

2016

1997-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 분석 : 정책네트워크 모 김미혜, 육홍숙,
형을 중심으로
정명희

이탈주민

2016

외국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포섭과 배제 :
민족주의, 문명우월주의, 선진국 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이탈주민

2017

북한주민과 중국주민의 마음에 대한 비교연구 : 물질주의와 집단-개
양문수, 이우영
인주의

2017 사회적 신뢰형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공연예술단체의 활동 분석

김정규

통합

신혜선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2017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박현식, 이옥진

이탈주민

재일동포사회를 통해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방안 연구 : 자
녀교육을 중심으로

전호성, 황혜경

이탈주민

정재각

통합

2017

2017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 시민교육의 당위성 : 사회 철학적 사유
2017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 유엔인구기금의 2014년 북한 사회경
제, 인구, 건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최지영

인구

2017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 사회 변화와의 관계를 중
심으로

김한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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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목

저자

분야

2017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김대웅, 이순형

이탈주민

2017

북한주민의 기본, 소득, 의료보장 욕구 : 중국내 북한전문가의
시각을 원용하여

정병화, 모춘흥,
조병식

소득

2017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주체사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
상의 미망으로

박소연

이탈주민

2017

북한에서의 학교체육을 통한 학생의 몸의 통제 : 국가재건 시기
(1953~1960년)를 중심으로

조진수

체육

2017

삼국(중국, 북한, 한국)이 만나고 연결되는 단둥 : 국경도시이자 해항
도시의 관점으로

강주원

지역

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차별 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수연, 김정미

이탈주민

2018

북한사회 내 한류콘텐츠를 통한 남한사회 인식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
안지언, 최현주
구

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 : 보건·의료 분야
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2018 북한도교의 전승과 재구성

한류

강동완

이탈주민

김윤경

종교

2018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관계의 성격 : 북한 언론문화의 배경에
관한 일고찰

이윤복

언론

2018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진화과정에 대한 고찰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까지

박후건

체제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우영, 안경모

통제

2018 생존의 정치 :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김화순

노동자

2018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김성경

이탈주민

2018

국제사회 주거권 논의와 연계한 북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 인도적 지 최천운, 황수환,
원사업을 중심으로
문경연

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 :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김병로

주거
종교

•	북한사회관련 논문은 총 126편이었는데,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문이 48편으로
가장 많았고, 변화여부를 포함한 북한체제 논문이 8편 그리고 농촌(농업) 관련
논문과 여성관련 논문이 6편으로 뒤를 잇고 있었음.
-	2006년 이후부터 이탈주민 관련 논문이 많은 것은 남한의 보수정권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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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에서 영향
•	학술지 발표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연간 18년에 126편이라고 한다면 연
평균 7편 정도인데, 절대 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체제의 복합성과
다층성을 고려한다면 연구 분야도 다양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사회연구에 중요한 분야인 계층이나 계급연구나 종교 그리고 지역을 포함한
공간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
-	체제나 구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주민의식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부족하
며 지역과 지방에 대한 연구도 희소
-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주민 연구는 엄격한 의미에서 북한
연구라기보다는 남한 연구
•	북한 사회연구의 양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북한연구자들 가운데 북한 사회연구자 부족
-	북한 관련 학과의 faculty에도 북한 사회 전공자들의 부족8
-	사회학과를 운영 중인 학교에서도 전공과목에 북한사회를 정규과목으로 개설
한 경우 전무
-	북한 연구와 북한 정치 연구로 인식하는 편견의 지속
-	직접 조사를 가로 막는 북한 사회 접근성의 어려움
-	북한의 핵개발, 남한의 보수정권 출현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정체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감소 경향

□ 북한 사회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과제
•	북한사회연구가 양적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질적 성장도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8	현재 북한학과가 개설되있는 대학에서도 북한사회 전공자들은 이화여대 1명, 북한대학원 대학교 2명에 불과
하며 북한문화 관련 과목은 외부 강사가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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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사회과학적 이론을 접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 이론
(21); 2012; 김진환,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북
한학연구 14/1 (2018);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2009);
홍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16/1(2013) 등
-	사회학 등 기존 사회과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론이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
한 사회를 연구하는 것들로서 가부장제나 페미니즘적 이론, 체제전환이론 등
전통적인 이론을 적용하거나 복잡계, ANT 이론과 같은 새로운 이론들을 적용
하는 경우
-	북한 사회 연구의 과학적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한 연구의 특수주의적 접
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9
•	북한 사회의 미시적 영역과 일상부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이우영 외, 『북한도시주민의 사적영역 연구』 (2008); 고유환 외, 『북한의 일상
생활세계』 (2010); 박순성 외,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2013);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 (2016) 등
-	북한 연구가 주로 제도 수준과 같이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
나, 욕망, 사생활, 심리 등 일상생활과 북한 사람들과 같은 미시적 영역을 분석
하는 연구
-	북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
•	북한연구에서 팽배하였던 전체론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최완규 외, 『북한의 도시 형성과 발전』(2004)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
(2006) 『북한의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 (2007); 고유환 외, 『함흥과 평
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2014);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9	북한연구에서 내재적 접근 방법을 둘러싼 학술적 논쟁이 있었음.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권 1호 (2019), 10~13쪽 참조. 이와 관련 하여 조한범 등 기존 북한 연구가 특수주의에 함
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음.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統一 政策 硏究』, Vol.11 No.2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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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 북한 주민의 삶과 공간』 (2017) 등
-	북한사회의 공간적 차별성을 주목하면서 혜산·신의주·청진 등 지역사회를 입
체적으로 분석하거나 공간적 차별성을 역사성에 바탕으로 두고 연구하거나
지역과 일상생활 연구를 결합하는 등의 연구
-	특히 지역연구를 동적 수준에서 비교 연구하여 변화하는 북한체제가 공간적
으로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북한 사회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
•	기존에 연구되지 못하였던 사회영역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음.
-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2010); 김성경 외, 『북한 청년들은 새세대인가』 (2015); 김화순, “생존의 정치 :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평화연구」 /26(1), (2018); 이호규·곽정래, “북
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조와 정보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북한의 비공
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정보 이용의 사사화(私事化),” 「언론과학연구」
Vol.13 No.4 (2013);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韓國
社會學』, Vol.39 No.2, (2005) 등
-	세대갈등과 새로운 세대문제, 성문제, 노동자연구, 사회적 관계망, 정보화 네
트워크 등 사회학의 보편적 관심사였으나 북한 사회연구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영역
-	북한 사회와 체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북한 사
회연구가 남한 사회연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
-	비교사회학적인 수준에서 남북한 사회연구의 토대 마련
•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북한 사회연구가 시도되고 있음.
-	김일환·이도길·강진웅, “북한 스케치 : 2000년대 신문 빅 데이터에 표상된 북
한의 모습,” 「현대북한연구」/20(2), (2017);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
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Vol.39 No.2, (2014); 김경민·정은미·장용석·정근식,
『북한사회변동 2016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북한사회변동』 (2017); 박경
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2013); 강민정,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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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북한 TV의 ‘청년’ 형상화와 정치적 함의－김정은 집권 이후 조선중앙TV
서사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3(1), (2017); 정은이, “2000년 이후 북
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
제연구」, Vol.19 No.1, (2012) 등
-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거나 국내
입국 탈북자가 아닌 북한공민에 대한 직접적인 면접을 시도하거나 북한인탈
주민을 장기적으로 면접하여 데이터구축을 시도하거나 유엔의 조사자료, 북
한의 멀티미디어, 구글 맵과 같은 인터넷 자료 등을 연구 방법에 활용
-	현지 직접조사와 주민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과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비롯된
자료 수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충분하지는 않으나 북한 사회연구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통일연
구원 등 국가연구기관의 존재, 북한학과의 지속 및 북한연구학회 등 북한연구
학문공동체의 생존 등과 관련이 있음.
-	통일연구원 등 정부의 관련 연구기관은 정치 및 정책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나 기관의 연구가 축적되는 가운에 북한 기초 연구의 하나인 북한 사회
연구도 발전:
-	통폐합으로 잔존하고 있는 북한학과가 소수에 불과하나 학과가 유지되는 가
운데 사회분야를 포함한 종합적 북한연구를 지향
-	학회 창립이 20년을 지난 북한연구학회에서도 북한 연구의 학문분야를 확장
하는 노력을 지속
•	또한 북한의 변화가 북한 사회연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배경인데, 2000년대 이
후 시장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국가와 독립적인 시장이나 사회가 확
대되어 과거의 국가중심, 정치지도자나 지배집단 중심의 북한이해가 한계를 노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김정은 정권 수립이후 북한에서도 자본주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학 교
과서를 편찬하고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당국도 사회의 존재를 인
정하고 있음을 반증
-	김정은의 ‘친인민’ 정책, 새로운 문화정책 시행도 북한의 사회영역의 확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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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북한사회연구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북한대학원대학교와 동국
대 북한학과라고 볼 수 있음.
-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과목을 매학기 3개이상 편성하면
서 북한사회연구를 자극하여 학위과정에서 다수의 사회문화 논문 배출
-	북한대학원 대학교는 북한의 지역연구(북한도시연구 시리즈), 사적영역 등 주
민 연구, 북한문학예술 사전 구축, 개념의 분단사 연구, 마음 통합 연구 등 지
속적으로 사회분야 및 북한 연구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
-	북한대학원 대학교는 심연북한연구소의 전신인 북한미시연구소를 설립하여
일상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도시연구, 일상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연구, 포스
트-사회주의 북한의 사회변동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북한 사회연구의 외연 확
장에 기여
•	북한 사회연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들은 과거와 차이가 없음.
-	북한사회 관련 연구자들의 부족
-	사회학을 포함한 기존 사회과학계에서 북한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제한 지속
-	북한 지역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조사 제한
•	학문외적으로도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에 중시하는 남한 내 학문공동체의
속물화와 장기간 지속된 남북관계의 경색과 남한 내 반공 혹은 반북을 넘어서는
혐북(嫌北)은10 북한 사회 연구를 포함한 북한 연구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음.
-	분단이나 민족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저하와 이러한 분야를 포함한 비실
용적이면서 기초적인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사회적 냉대

10	혐북에 대해서는 강호제, “‘혐북’은 어떻게 작동하는 가”,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news/articleView.html?idxno=120376, 2019.9.9. 검색; 김근식,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해법 :
“포괄적 평화”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8(1) (2017), 43~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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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이나 통일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타도 혹은 청산
될 북한에 대한 이해 불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통일 여부를 떠나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합적 이해란 분야의 전체성
과 관점의 다양성을 의미
-	화해협력과 평화정착과정에서 필요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인민과 북한
사회에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
-	올바른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도 북한 사람 및 집단에 대한 이해 필
요
-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도 북한 인심과 사회 이해는 중요
-	최근 북한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는 사
회영역의 연구 불가피
•	북한 사회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선 앞에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성과
를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이 필요한 데, 이와 더불어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학문적 소수집단으로서 갖는 폐쇄성의 극복: 북한연구의 진입장벽을 축소하
려는 노력 필요
-	한국사회학회나 비판사회학회 등 관련 사회과학 학문 공동체와의 소통 및 교
류 확대
-	국제적인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새로운 이론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	북한 사회관련 자료들의 공유 체제 구축
-	북한사회관련 교과서의 제작 및 보급
•	북한사회연구가 갖는 한계에도 불과하고 북한사회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
한다면 이에 대한 공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시장화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관련 연구 및 연구자에 대한 공적 지지 체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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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연구비 지원, 취업 지원, 과목 지원 등
-	북한사회 연구 및 북한연구를 제약하고 있는 인터넷 및 관련 자료의 냉전적 관
리 시스템 혁파: 현재 운영되는 자료 관련 특수자료지침의 전면적인 개폐를 넘
어서서 공적 차원에서 북한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자에게 푸시 서비스 제공 등
을 강구11
-	사회학회·심릭학회·인류학회 등 관련 사회과학 학회 및 대학의 사회학과 및
사회관련 연구소들은 북한 사회연구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

11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의 『라디오프레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
20010807/7723955/1 (2019.9.9. 검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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