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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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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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ESSAGE FROM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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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연구소는 북한·통일 연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해
외 유명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반
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대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은 2020년 국제질서의 변
화와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소
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질서, 동북
아,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
으며, 비대면 학술논의를 위한 시설과 컨텐츠 역량
강화 사업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구소는 「Asian Perspective」 SSCI급 영문 학술지
를 미 존스홉킨스대학교와 공동 출판하는 등 대내
외 기관과의 학문적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파트
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온라인 포
럼, 전략보고서, 학술지 및 연구 단행본 발간과 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피
니언 리더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2년 가까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 및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1972년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48년 동안 총 150여 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 총 45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한·통일문제 및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구소는 통일부가 지원하는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사
업」 을 맡아 해외학자 및 전문가, 펠로우와 석·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해
북한대학원대학교와 함께 한반도와 통일·북한 문제의 심층적인 교육·

에서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고, 2021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현 난국을 타개하
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정

앞으로 연구소는 지난 48년 간의 북한·통일학 연구
의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들을 진단하
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의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사업」 영남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
을 위한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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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0, IFES began the “Academic Exchange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Along with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institute selected
academics and experts from international universities,
fellows, and masters and doctorate students to take part in indepth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focused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North Korea-related issues. IFES
was also selected by the MOU to manage the ministry’s “2020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in the southeast
region of Korea, which has allowed it to take a centr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platform” and
to expand relevant local networks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세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경남대학교가 통
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교육 플랫폼 구축 및 지역 네트워크 확산

Kyungnam University’s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was founded in 1972 with a view to contribute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focused on the politics, diplomacy, economies,
societies and cultures of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institute has held more than 150 academic conferences
in Korea and abroad over the past 48 years, and continues
to support research focused on North Korea-, 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related issues through academic
exchange agreements with a total of 45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IFES is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social consensus in
Korea and abroad along with nationwide mutual agreement
toward establishing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ts efforts to solidify the foundations
of research focused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nd
through collaboration with renown international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he unprecedented spread of COVID-19 in 2020 le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significantly
impacted inter-Korean relations. IFES engaged in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ystem, Northeast Asia, and pla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s part of efforts to proactively
deal with the global crisis of COVID-19 and the postCOVID-19 era. The institute further expended particular
energy on strengthening its systems and capacity to manage
non-face-to-face academic discussions.
Along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IFES publishes
Asian Perspective, an English language academic journal
listed in the SSCI citation database, as part of broader
efforts to create new academic partnership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FES has long held online
forums, published strategic reports, journals and research
books, and developed close relationships with opinion leaders
in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Korean Peninsula experts
based abroad.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long with the US-North
Korean relationship, still remains stagnated almost two years
after the failure of the US-North Korean summit in Hanoi.
I expect there will be many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political events scheduled this
year aimed at overcoming current difficulties, including the
Joseph Biden administration taking office i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s Eigh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Going forward, IFES will continue to use its sturdy foundation
of 48 years of research in the fields of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major issues
of the day and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as part of its
efforts to prepare strategies for peace and eventu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Founder of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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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비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주요활동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된 이래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 및 국제

학술 활동을 통해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 등에 관한 연구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통일전략포럼, 세미나, 워크숍,
(비대면) 학술회의, 강연회 개최

연구소는 북한·통일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와 동북아

•학술서(한국어·외국어) 및 학술지 출간

지역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

•아시아 및 국제문제 연구 학자, 학문 후계세대들을 위

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
결하며,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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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연구 지원 등

Founded in 1972, IFES promotes peace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scholarly contributions
relevant to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FES conducts in-depth research into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ssues facing Northeast Asia with a
focu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tudies. The
institute will continue such effort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momentum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and improving and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main areas IFES is engaged in:
•R esearch projects on issues concerning North
Korea,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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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ing research and library facilities for scholars
and students working in Asian and international
affairs.

View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of Kyungnam University located in Samcheong-dong,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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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북한 정치·외교)

International Politics)

Computer & IT Office

Sang Bum Kim (North Korean Polities and Diplomacy)

신종대 (남북관계, 한국정치)

Young Hwan Mo (Website Operator and Information Systems &

김성경 (북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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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Management), Sang Jun Park (Compu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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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oo Yu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Resear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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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 Moon (Global media,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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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l Yoo (Administrative Officer),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박서화 (법학)

Kwan-Sei Lee (North Korean Politics, Inter-Korean Relations, Inter-

Sung-Geun Cho (Researcher – North Korean Studies),

Korean Negotiation)

Sun-Woo Kim (Researcher – Modern Korean History)

Sung-Kyung Kim, Hyun Suk Oum, Sun Kyoung Choi, Kyoung
Ryeol Kim, Joon Hye Park, Mun Seong Hui

Seo-hwa Pa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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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
Academic Exchange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펠로우십 / 학위과정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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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Exchange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2020 ANNUAL REPORT•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

Background of the Fellowship/Scholarship Program and Program
Outline

배경 및 사업 개요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와 교육 통합시스템을

통일을 위한 공공 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

구축,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서 북한 및 통일 관련 해외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북한·통일학 학위과정」의

2020년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을 공동수행하게 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

펠로우십은 25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학위과정의

한대학원대학교는 부트캠프 및 SSPK(Summer Studies

경우 총 22명이 지원해 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Program in Korea) 등 다양한 국제교류 및 해외학자 프로

북한 · 통일문제
국제화

국제사회 북한·통일
문제 공감대 형성

해외
북한 · 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해외 북한·통일
전문가 부족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Promoting study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ly

중국

Russia

펠로우십 2명, 학위과정 1명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북한·통일학 학위과정」 참가자 국가별 현황

USA

The Netherlands

러시아

펠로우십 1명

영국

학위과정 1명

China

exchange and foreign scholars programs, including “Boot
Camp” and SSPK, to create a comprehensive system for
study and education that has formed the basis of effective
management for the program.
Applicants were able to choose between two programs:
The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and the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For the 2020
program, a total of 22 people applied for the scholarship
program and four were selected, while 25 people applied
for the fellowship program and six were selected.

Form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issues

Academic
support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abroad

The need for mor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pecialists abroad

펠로우십 3명, 학위과정 1명

네덜란드 학위과정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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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gram is managed jointly by Kyungnam University’s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two organizations have used their
experience of conducting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UK
미국

네덜란드

해외 북한·통일
전문가 발굴·육성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cademic
Exchange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aims to expand the base of experts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North Korean
studies. The program began in 2020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dentify and cultivat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experts abroad

USA			

Three fellows, one student

China 			

Two fellows, one student

Russia			

One fellow

UK			

One student

The Netherlands

One student

Breakdown of participants in the 2020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and
the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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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들의 국가별 분포는 한반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

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연구

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일본뿐 만아니

지원 프로그램 통해서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과의 인적 교류

라 터키,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브라질, 몽골 등 다양했다.

및 북한정치, 경제, 사회 등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이 사업은 ▲통일 및 북한 문제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한반

제공받고있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특강, 전문가 간담회,

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진 해외 전문가 집단 양

런치세미나로 구분되며, 매월 각 1회씩 개최된다. 또한 3개

성, ▲해외 신진 북한 연구자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한편, 국

월마다 펠로우를 중심으로 워크샵이 개최 된다. 연구소는

내외 전문가 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전문

연구지원 프로그램간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북한 및 한

가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반도에 대한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양질의 프로그램

선발된 해외 전문 연구자와 학위과정 이수자들은 경남대 극

제공을 위해 선발자들의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

The applicants to these programs were from countries that have
close ties to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but also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Turkey, Poland,
Czech Republic, the Netherlands, Brazil and Mongolia.
This program aims to 1) foster overseas experts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at
issues related to unification and North Korea are becoming more
internationalized; and 2) identify and nurture emerging North Korea
researchers abroad while promoting exchanges between experts in
Korea and abroad with a view to improve the quality of North Korea
experts working internationally.
The program selected foreign researchers and students in degree

programs to participate in existing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s
at Kyungnam University's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tailored research support
program is promoting interaction between Korean and foreign
experts, and program participants are receiving practical information
on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research support program is divided into monthly special lectures,
expert meetings, and lunch seminars. Based on the synergy
between the elements of the research support program, we are
working hard to improve the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We are also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participants as part of efforts to provide them with a highquality program.

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기존 연구·교육 프로
Recruitment Phase
모집

심사 및 선발

•일시: 4~5월

•일시: 6월

•홈페이지

•서류-(화상)면접

•유관기관 메일링 홍보

2단계를 통한 심사 진행

연수

종료

•일시: 9/1~ (선발자 별

•사후 관리를 통해

종료일자 상이)

펠로우십 종료 이후

•개별 연구주제 맞춤형

•Period: April to May
•Promotion through
homepage and emails
to relevant organizations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Screening and
Selection Phase
•Period: June
•Application documents
screening followed by
interviews

연수 프로그램 지원

Training Phase
•Period: September 1 –
(Variable depending on
applicant)
•Support for tailored
training programs for
each research topic

Cultivat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mong overseas experts

런치세미나

•유관 연구기관 세미나 발표·토론 참여

•전문가 간담회

•언론 기관 인터뷰 및 학술지 기고 등

•런치세미나

•연구 주제별 전문인사와의 교류·협력

•워크샵

간담회
Sub

•현장체험

통일경제
아카데이

특강
Main
워크샵

Exchanges

•Special lectures

•Teatime discussions

•Expert forums

•Welcoming ceremony

•Lunch seminars

Special Lectures
Main
On-site
Learning

Forums

•On-site experience

  (Kyungnam University)

현장학습

Research Support

•Orientation

•Welcoming ceremony (MOU)

Work-shop

Sub

Sub

Research Support Program
Special Lectures

Lectures by current and former high-level officials, ambassadors and researchers are provided for the
participants on topics relevant to each monthly topic

연구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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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Economy
Academy

Sub

연구지원
•특강

Lunch
Seminar
Programs

기타
프로그램

•전체 오리엔테이션

•Continue networking
activities following end
of fellowship

Other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해외 전문가 양성

교류

End of Program

특강

선발자들만을 대상으로 전·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대사 및 중량급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적합한 내용 중심 강의

전문가 간담회

한반도 문제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정보 제공

런치세미나

소내 교수 및 유관부처 당국자들의 이슈화 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브리핑 후 Q&A 진행

현장학습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분단 및 통일·안보 현장 등을 방문

Expert Forums

Experts working “on-the-ground” on Korean Peninsula-related issues are invited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Lunch Seminars

Briefings featuring IFES researchers on issues currently facing the Korean Peninsula, followed by a Q&A session

“On-site” Learning Visits to places of relevance to better understand the Korean Peninsula’s current situation and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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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tivities

주요 활동

『2020년 해외 북한ㆍ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사업』 출범식 (2020.9.24.)
“Academic Exchange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Inauguration Ceremony

오리엔테이션 및 출범식 외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본격적

선발자들도 최선을 다해 연구에 정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줄

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과 출범식을 진행하

것을 당부하였다. 본격적인 연수활동 시작 후 선발자들은

였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본 사업 프로그

연구소 내 교수진과 상견례를 갖고, 향후 연구 활동 계획에

램에 참여하게 된 연구자들에게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리엔테이션

출범식

일시

2020. 9. 1. 화. 10:00~14:00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

교수/직원 10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Orientation

Inauguration Ceremony

박재규 (경남대 총장),

Date and
Time

2020. 9. 1 (Tuesday) 10:00~14:00

Date and
Time

2020. 9. 24 (Thursday) 10:00~11:00

Location

Jungsan Hall, IFES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안호영
참석자

(북한대학원대 총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딘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외
교수/직원 10인

James Banfill, Anastasia Barannikova,
James Banfill, Anastasia Barannikova,

Christopher McCarthy, Peter Moody, Sijia Xu
펠로우 6인

장학생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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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McCarthy, Peter Moody, Sijia Xu,
Ruoying Yu

Gabriela Bernal, Liyuan Fu, Dan Gudgeon,
Spencer Steinbach

Studies” Orientation (2020.9.1)

장소

하무진 (통일부 국제협력과장) 외 통일부 2인

펠로우 5인

『2020년 해외 북한ㆍ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사업』 오리엔테이션 (2020.9.1.)
“Academic Exchange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2020. 9. 24. 목. 10:00~11:00

(북한대학원대 총장),
딘울렛(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외

Because face-to-face interaction was limited due to
COVID-19, a small orientation and inauguration ceremony
was held to signify the full-fledged start of the program.
President Jae Kyu Park called on participants to do their
best to produce high-quality research while noting in his
welcoming speech that the program will “spare no efforts to
support the participants academically or policy-wise in their
endeavor to produce many achievements.” After the start of
the training program, the participants had time to interact
with professors at IFES and hold in-depth discussions about
their future research plans.

일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안호영
참석자

Orientation and Inauguration Ceremony

장학생 4인

Gabriela Bernal, Liyuan Fu, Dan Gudgeon,
Spencer Steinbach

10 professors and staff members, including Jae Kyu

10 professors and staff members, including KwanSei Lee (Director, IFES), Ho-young Ahn (President,
UNKS), Dean Ouellette (Vice Director, IFES); Two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cluding Ha MooJin (Director of International
Participants
Cooperation at the MOU); Five fellows (James Banfill,
Anastasia Barannikova, Christopher McCarthy, Peter
Moody, Sijia Xu), and four scholarship students
(Gabriela Bernal, Liyuan Fu, Dan Gudgeon, Spencer
Steinbach)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KS), Kwan-Sei Lee
(Director, IFES), Ho-young Ahn (President, UNKS), MooParticipants

Jin Yang (Vice President, UNKS), Dean Ouellette (Vice
Director, IFES); Six fellows (James Banfill, Anastasia
Barannikova, Christopher McCarthy, Peter Moody,
Sijia Xu, Ruoying Yu); Four scholarship students
(Gabriela Bernal, Liyuan Fu, Dan Gudgeon, Spencer
Stei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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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Research Support Program
The first event put on by the research support program was
a special lecture by Director Kwan-Sei Lee. During his lecture
entitled “The Kim Jong Un Government’s National Operation
Strategy, Policy Changes and Their Implications,” Director
Lee provided deep insight on changes in North Korea’s
strategic policies during the Kim Jong Un era, along with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the Eighth Party Congress in
2021.
During the expert forum entitled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Studies,” several fundamental but often overlooked
topics required to properly conduct North Korea-related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특강 (2020.9.16.)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간담회 (2020.9.17.)

Kwan-Sei Lee (Director, IFES) Special Lecture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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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were discussed, including 1) the necessity of
North Korea research and motivations for research; and 2)
the political implications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Korean War and Armistice Agreement.
During the lunch seminar, participants were shown a
documentary about the changes in the roles of women who
live near the Sino-North Korean border area. A discussion
was held afterwards to talk about the traditional views of
women based on their role as economic actors in the SinoNorth Korean border region.

(2020.9.17)

9월 연구지원 프로그램
•이관세 소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선발자들을 위한 연구지
원 프로그램이 본격화 되었다. 이관세 소장은 “김정은 정

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사항들
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권의 국가운영전략 노선의 변화와 그 함의”란 주제를 통

•런치세미나에서는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해 과거와 현재

해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 2021년 8차 당

의 접경지역 거주 여성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

대회의 의미와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였다.

다. 이후 상호 토론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여성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북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동기, ▲한국

들이 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데 따른 북한의 전통적 여성
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Sung-Kyung Kim (Professor, UNKS) Seminar (2020.9.25)

전쟁, 휴전협정의 정치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 등 북한 연

특강

전문가 간담회

일시 2020. 9. 16. (목) 14:30~16:30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강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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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 9. 17. (목) 14:00~16:00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강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정은 정권의 국가 운영전략
노선의 변화와 그 함의

주제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 세미나 (2020.9.25.)

런치세미나
일시 2020. 9. 25. (금) 12:00~14:00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강사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
주제

북중 접경지역에서 경제주체로서의
북한 여성 역할 변화

Special Lecture

Expert Forum

Lunch Seminar

Date and 2020. 9. 16 (Thurs.)
14:30~16:30
Time

Date and 2020. 9. 17 (Thurs.)
14:00~16:00
Time

Date and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Lecturer Kwan-Sei Lee (Director,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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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r

Sung-Kyung Kim (Professor,
UNKS)

Topic

Mobile North Korean Mothers as
Economic Agents in the SinoNorth Korea Borderland

Topic

The Kim Jong Un Government’s
National Operation Strategy,
Policy Changes and Their
Implications

Topic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Studies

Time

2020. 9. 25 (Fri.) 12: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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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Research Support Program

10월 연구지원 프로그램
•펠로우별 연구 활동이 연구소의 연구지원 프로그램 및 교
수진들과의 협업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설명하였다.
•통일부 최영준 통일정책실장과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

•10월에 시행된 간담회에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

방향”을 주제로 한 런치세미나를 진행했으며, 해당 세미

동엽 교수의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 분야의 변화와 당

나에서 현 한반도 정세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북핵문제

창건 75주년 동향” 강의가 진행되었다. 해당 간담회에서

및 북미갈등 등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향후

는 김정은 정권기 군사력이 갖는 국내외적 의미와 당 창

추진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건 75주년 열병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뤄졌고, 북한

•임현정 통일부 정세분석국 과장과의 런치세미나에서는

의 군사정책과 무기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최근 북한정세 동향”을 주제로 강의가 있었으며, 북한

되었다.

정보 수집의 현실적 어려움, 북한 내 여성의 지위, 북한의

•특강에서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

대남정책 등 현 시점에서 북한을 연구하는데 있어 고려해

대 남북관계 전망” 을 주제로 ▲인간안보 개념, ▲ 코로나

야할 변수와 향후 시나리오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

19와 관련된 북한의 방역 및 경제 현황 등을 비롯하여 코

졌다.

로나19시대에 남북관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

특강

일시

2020. 10. 13. (화) 14:00~16:30

일시

2020. 10. 16. (금) 10:00~12:00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강사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강사

김연철 (인제대 교수, 전 통일부장관)

주제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 분야의 변화와 당 창건 75주년 관련 동향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전망

런치세미나1

런치세미나2

IFES professor Dong-Yub Kim held a lecture entitled
“Changes in North Korea’s Military during the Kim Jong Un
Era and Trends Related to the 75th Party Foundation Day”
at the expert forum held in October. The lecture focused on
the significance both in Korea and abroad of the Kim Jong
Un government’s military capabilities along with detailed
analysis on the 75th Party Foundation Day’s military parade.
An in-depth discussion followed on North Korea’s military
policies and intentions regarding weapons development.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Kim Yeon Chul held a special
lecture entitled “Prospects for Inter-Korean Ties in the PostCOVID-19 Era.” The lecture focused o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North Korean quarantine efforts against
COVID-19, along with its economic situation, to provide
insight into what direction the two Koreas must head down
during the COVID-19 era.

임현정 (통일부 정세분석국 과장) 세미나 (2020.10.30.)
Hyun-Jung Lim (Head of the MOU’s State of Affairs Analysis Department)
Seminar (2020.10.30)

Young-Joon Choi, the director of the MOU’s Unification
Policy Department, held a lunch seminar entitled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seminar provided
historical background on the Korean Peninsula’s state of
affai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onflic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analysis about South Korea’s
future strategic direction. The lunch seminar featuring
Hyun-Jung Lim, the head of the MOU’s State of Affairs

Analysis Department, was entitled “Recent Trends in North
Korea’s State of Affairs.” The seminar focused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state of
affairs in North Korea,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collecting
information, the status of women in North Korea,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other factor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studying North Korea. The lecture
was followed by a Q&A session on these factors and future
scenarios.

Expert Forum

Special Lecture

Date and Time 2020. 10. 13 (Tues.) 14:00~16:30

Date and Time 20. 10. 16. (Fri.) 10:00~12:00

일시

2020. 10. 28. (수) 11:30~13:00

일시

2020. 10. 30. (금) 12:00~13:30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강사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강사

임현정 (통일부 정세분석국 과장)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주제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주제

최근 북한정세 동향

Lecturer

Dong-Yub Kim (Professor, IFES)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Lecturer

Yeon Chul Kim (Professor, Inje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Changes in North Korea’s Military during the Kim
Topic

Jong Un Era and Trends Related to the 75th Party
Found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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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인제대 교수, 전 통일부장관) 특강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세미나

(2020.10.13.)

(2020.10.16.)

(2020.10.28.)

Dong-Yub Kim (Professor, IFES) Expert Forum

Yeon Chul Kim (Professor, Inje University,

Young-Joon Choi (Director of the MOU’s

(2020.10.13)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Special Lecture

Unification Policy Department) Seminar

(2020.10.16)

(2020.10.28)

Prospects for Inter-Korean Ties in the PostCOVID-19 Era

Lunch Seminar I

Lunch Seminar II

Date and Time 2020. 10. 28 (Wed.) 11:30~13:00

Date and Time 2020. 10. 30 (Fri.) 12:00~13:30

Location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간담회

Topic

Lecturer
Topic

Grand Conference Hall, IFES
Young-Joon Choi (Director of the MOU’s
Unification Policy Department)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Lecturer

Hyun-Jung Lim (Head of the MOU’s State of
Affairs Analysis Department)

Topic

Recent Trends in North Korea’s State of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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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간담회 (2020.11.24.)

하무진 (통일부 국제협력과 과장) 세미나 (2020.11.25.)

이찬우 (테이쿄대 교수) 특강 (2020.11.27.)

MinHee Jo (Researcher at IUSS) Expert Forum (2020.11.24)

MooJin Ha (Director of M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ChanWoo Lee (Associate Professor, Teikyo University) Special Lecture (2020.11.27)

Seminar (2020.11.25)

November Research Support Program

11월 연구지원 프로그램
•11월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조민희 통일안보전략연구
소 연구위원(탈북민)이 “북한 주민의 일상과 탈북민의 이

로나19의 백신 출현이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측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간담회에서 강사

•특강에서는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교수가 “최근 북한경

의 개인적 경험(탈북 및 남한적응)에 의한 생생한 강의가

제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다. 해당 특강에서는

이뤄졌고, 탈북민의 실태와 북한의 생활문화에 관한 다양

북한의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의 의미와 북한의 경제개

하고 생생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발 5개년 계획, 북한의 산업별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런치세미나에서는 하무진 통일부 국제협력과 과장이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를 주제로 미국 대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선 이후 대북정책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강의했다. 코

전문가 간담회

런치세미나

일시 2020. 11. 24. (화) 14:00~16:00

일시

2020. 11. 25. (수) 12:00~13:30

일시 2020. 11. 27. (금) 10:00~12:00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강사 조민희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강사

하무진 (통일부 국제협력과 과장)

강사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교수)

주제 북한주민의 일상과 탈북민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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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

특강

주제 최근 북한경제의 평가와 전망

The November expert forum featured IUSS Researcher
MinHee Jo in a lecture entitled “Understanding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s.” The expert forum featured the
lecturer’s personal experiences and was followed by a Q&A
session focused on the lives of defectors and the daily life
and culture of North Korea.
The lunch seminar featured MooJin Ha, director of M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who lectured on
“Changes in U.S. Foreign Policies after the U.S. Election.”
The lecture focused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state of affairs in East
Asia. Director Ha predicte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regards to the COVID-19 vaccine, and a wide range of

opinions were shared on this topic.
The special lecture featured Chanwoo Lee, an associate
professor at Teikyo University, who talked about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s economy. The special lecture
provided analysis on the significance of North Korea’s “selfsufficiency” and “frontal breakthrough” campaign, along
with detailed analysis on North Korea’s national five-year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Moreover, the lecture
provided details about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n industries and was followed by a Q&A
session where participants studying a wide range of topics
posed questions.

Expert Forum

Lunch Seminar

Special Lecture

Date and 2020. 11. 24 (Tue.)
Time
14:00~16:00

Date and 2020. 11. 25 (Wed.)
Time
12:00~13:30

Date and 2020. 11. 27 (Fri.)
Time
10:00~12:00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Location Grand Conference Hall, IFES

Lecturer

MinHee Jo
(Researcher at IUSS)

Topic

Understanding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s

MooJin Ha (Director of
Lecturer M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Topic

Changes in US Foreign Policy
after the US Election

Lecturer

Dr. Chanwoo Lee (Associate
Professor, Teikyo University)

Topic

Assessment and Prospects
of North Korea's Curren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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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Research Support Program

12월 연구지원 프로그램
•12월 펠로우 중간 발표 워크숍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

었다. 끝으로 아나스타샤 연구위원이 ”한반도의 핵이슈와

행되었다. 본 행사는 5인의 연구위원이 연구 진행 중간결

통일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조진구, 이병철 경남

과를 발표한 뒤 교수의 질문과 논평 그리고 질의응답 순

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에서는 연구대상 및 범위 등 연구

•런치세미나에서는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한국

방법론을 소개했고 이에 대한 교수들의 다양한 지적과 의

정부의 인도협력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지속적이고 안정

견교환이 이뤄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제임스 반필 연구위

적차원의 대북인도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코로

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군 단위의 농업

나19로 인해 북한의 식량안보 위기 등을 언급하며 북한

변동성에 관한 연구", 우약영 연구위원이 "북한 농촌 토지

공중보건 향상 및 의료조치 지원을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

소유권제도 변화에 대한연구 - 중국과의 비교 중심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서사가 연구위원이 "북한대형가전의 유통·소비를 통해 본

•특강에서는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한미동맹 회고

북한 민생의 실태: 생존전략부터 소비 혁명까지"를 주제

와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다. 본 강의의 주요내용은 냉전

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임을출, 최천운 경남대 극동문

시기부터 탈냉전기까지 한미동맹의 역사와 시기별 흐름

제연구소 교수와 토론 및 질의 응답이 있었다. 오후 세션

에 따른 주요 변화 및 특징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었다.

에서는 피터무디 연구위원이 "역사적 현대적 관점에서의

더불어 한미동맹이 동북아 안보차원에서 지니는 의미와

수용적 음악외교: 정서적 화해와 결빙을 깨어 교착 상태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을 세부적으

의 협상 재개"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김성경 북한

로 분석하며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The mid-term fellowship workshop in December was divided
into a morning session and afternoon session. The event
featured presentations by five fellows, followed by questions
and criticism by the discussants, and then a Q&A session. The
fellows presented on their research focuses, sources, scopes
of research and other elements related to how they would put
together their research. This was followed by responses by the
discussants and exchanges of opinion. During the morning
session, James Banfill presented on his research (“Towards
an Exploratory Study of County-Level Agricultural Vari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llowed by
Ruoying Yu’s “A Study Comparing Changes in Property Rights
and Ownership over Land in North Korea's Rural Areas with
those in China” and Xu Sijia’s “The Realities of Consumption
in North Korea Seen Through the Mechanism of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Large Home Appliances: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Shifting from a Survival Strategy to a "Revolution
of Consumption.” Professors Eul-chul Lim and Cheon Woo
Choi discussed the working papers and held a Q&A with the
fellows. During the afternoon session, Peter Moody presented
his working paper entitled “Receptive Music Diplomacy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Emotionalizing
Reconciliation and Breaking the Ice to Jumpstart Stalled
Negotiations,” and this was followed by constructive criticism
from Professor Sung-Kyung Kim of UNKS and discussion on

the working paper along with a Q&A session. Dr. Anastasia
Barannikova then presented on her working paper entitled “The
Korean Peninsula’s Nuclear Issue and Prospects for Unification,”
followed by a discussion with IFES professors Jin-Goo Cho and
Byong-Chul Lee. At the lunch seminar, Joo Jong Lee, the head
of the MOU’s Humanitarian and Cooperation Department,
held a lecture entitled “The Direc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umanitarian and Cooperation Efforts,” which
focused on the sustainable and continuing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aking toward humanitaria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e mentioned North Korea’s crisis in food
security due to COVID-19 and a wide-range of opinions were
shared abo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imed at
improving North Korea’s public health environment and medical
support measures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special
lecture, Ho-young Ahn, president of UNKS, held a lecture
entitled “Evaluating the ROK-US Alliance and Prospects.”
The lecture focused on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US-ROK
alliance from the Cold War period to the post-Cold War period,
along with major shifts in and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
Moreover, the lecture covered the significance of the US-ROK
alliance in the Northeast Asia security structure, provided a
detailed analysis about the impact of the sta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n the alliance. The lecture was followed by a
Q&A session.

대학원대 교수의 발표 논평과 토론, 질의응답 시간이 있

서사가 연구위원

아나스타샤 연구위원

우약영 연구위원

제임스 반필 연구위원

Xu Sijia, Fellow

Dr. Anastasia Barannikova, Fellow

Ruoying Yu, Fellow

James Banfill, Fellow

중간 워크숍
일시
장소

참석자

022

2020. 12. 16. (수) 10:00~15: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및

런치세미나
일시

2020. 12. 17. (목) 12:00~13:00

특강
일시 2020. 12. 21. (월) 15:00~17:00

장소

온라인 ZOOM

장소 온라인 ZOOM

강사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강사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온라인 ZOOM 병행
펠로우 5인,
소내외 교수진 5인

주제

한국정부의 인도협력 추진 방향

주제 한미동맹 회고와 전망

피터무디 연구위원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세미나 (2020.12.17.)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특강 (2020.12.21.)

Peter Moody, Fellow

Jong Joo Lee (Humanitarian Cooperation Bureau, MOU) Lunch

Ho-young Ahn (President, UNKS) Special Lecture

Seminar (2020.12.17)

(2020.12.21)

Mid-term Workshop

Lunch Seminar

Special Lecture

Date and

Date and 2020. 12. 17 (Thurs.)
12:00~13:00
Time

Date and 2020. 12. 21 (Mon.)
15:00~17:00
Time

Location Virtual (ZOOM)

Location Virtual (ZOOM)

Time

2020. 12. 16 (Wed.) 10:00~15:00

Grand Conference Hall, IFES
Location
(ZOOM)
Participants

Invited researchers and staff

Lecturer

Jong Joo Lee (Humanitarian
Cooperation Bureau, MOU)

Topic

Direc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umanitarian
cooperation

Lecturer

Ho-young Ahn (President,
UNKS)

Topic

ROK-US Relations in Retrospect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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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ACADEMIC ACTIVITIES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s

통일전략포럼
Unification Strategy Forum

학술세미나
Academic Seminar

전략대화·정책세미나
Strategic Dialo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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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회의를 주최한다.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들을 초청
하여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공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 국제학술회의(웨비나)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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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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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25 IFES-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ndia) web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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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인도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ORF)
웨비나(웹 세미나)

IFES-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ndia) webinar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How Has China's Interests Evolved?

- 한반도의 안전성: 중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

세미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2020.8.25.)
Keynote Speech: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2020.8.25)

미중 전략적 갈등의 뉴노멀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도 역

한국과 인도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에서 중국의 이해관계

시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경

변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

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인도의 주요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행하였다. 또한, 북한경제 실태와 전망, 북미ㆍ남북관계 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올해는 인도의 대표적인 싱

망, 향후 북한 정세 전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With the onset of the “new normal” of strateg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dia is increasingly becoming
an important actor in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is, IFES continues to maintain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in India. IFES,
along with one of India’s major think-tanks,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conducted a webinar on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How have Chinese
interests developed over time?”

Korean and Indian experts discussed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changes in Chinese
interests on the peninsula. They also shared opinions on the
state of North Korea’s economy as well as prospects for USDPRK and inter-Korean relations.

크탱크 중 하나인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ORF)과 ‘한반
도의 안정성: 중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Date 2020-08-25 •Hosted by IFES, ORF

를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Supported by Embassy of India in South Korea
•Keynote Speech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Participants Korea: Ho-young Ahn (President, UNKS), Sung-Kyung Kim

•일시 2020-08-25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ORF) •후원 주인도 한국대사관

(Professor, UNKS)

•기조연설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前 통일부장관)

India: Manpreet Sethi (Head, Nuclear Security Project,, CAPS Research Institute),

•참석자 한
 국: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
인도: 만프릿 세티 (CAPS연구소 핵안보 연구팀장), 스리칸트 콘다팔리 (네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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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kanth Kondapalli (Professor, Jawaharlal Nehru University), Rajeswari Pillai
Rajagopalan (Head, Nuclear and Space Policy Initiative, 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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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2020)

2020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KGFP 2020)

- 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 -

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for 2021
First held in 2010,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KGFP) is an international forum for experts on North
Korea and Korean Peninsula issues to discuss topics related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peninsula. At the 2020
Forum, IFES held a session entitled “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for 2021” that examined North Korea’s policy
achievements during 2020 and prospects for changes in
policy during 2021. In 2015 and 2018, IFES hosted the KGFP
under the themes ”70 Years of Division: Past, Present, and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6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respectively.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Date 2020-09-08 •Organizer Ministry of Unification (Section Organizer: IFES) •Place The Shilla Hotel, Seoul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2020) (2020.9.8.)
KGFP 2020 (2020.9.8)

•Spearker 1 Eul-Chul Lim (Associate Professor, IFES) - 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Achievements and
Prospects in the Economic Sector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Korea Global Forum for

세션을 주관해 2020년 북한의 정책추진 성과를 중간평가

Peace)은 2010년부터 세계 각국의 북한 및 한반도 문제

하고 2021년 정책변화를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주제를 논의하는 국제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5년 “분단 70년: 한반도의

럼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018년 “정전 65년, 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20년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두차례에 걸쳐 한반도 국제

“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포럼(KGF)를 성공리에 주관한 바 있다.

•Spearker 2 Dong-Yub Kim (Associate Professor, IFES) - 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Achievements and
Prospects on the Diplomatic and Military Fronts
•Discussants Young-Hoon Lee (Research Fellow, SK Research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ics), Jung-Chul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일시 2020-09-08 •주최 통일부 (세션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소 서울 신라호텔(온라인 생중계 진행)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표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정면돌파전의 경제분야 평가와 전망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발표2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정면돌파전의 외교군사적 평가와 전망

Eul-Chul Lim (Professor, IFES)

Young-Hoon Lee (Senior Researcher, Dong-Yub Kim (Professor, IFES)

Jung-Chul Lee (Professor, Soongsil

SKRI)

University)

•토론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정철 (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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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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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독일 나우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 북한과 세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평가, 다시보기, 재연결 -

Joint Conference: IFES and the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FNF) International Online Conference
North Korea International: (Re)Evaluating, (Re)Viewing, and (Re)Connecting in a
COVID World
COVID-19 is changing the entire face of the international
state of affairs. IFES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by hol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entitled, “North Korea International: (Re)
Evaluating, (Re)Viewing, and (Re)Connecting in a COVID
World.” The conference re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with Europe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n examined North Korea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Also discussed were changes in North
Korea’s relationship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various plans related to promoting
inter-Korean exchanges from humanitarian perspectives.
(The conference was held in real-time on YouTube as part of
efforts to prevent the further spread of COVID-19.)

•Date 2020-10-07 •Place YouTube Online Broadcasts •Welcoming Remarks Kwan-Sei Lee (Director, IFES)
•Organizer IFES, FNF •Opening Remarks Christian Taaks (Head, FNF Korea Office)
•Session I : North Korea International: Re-evaluating Relations and Sanctions

“북한과 세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평가, 다시보기, 재연결”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2020.10.7.)

•Moderator Jihwan Hwang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Presentation 1 R
 eassessing Relations and Diplomacy with North Korea in a COVID-19 World: Challenges and Prospects
Kim Tae-Kyung (SSK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Online Conference on North Korea International: (Re)Evaluating, (Re)Viewing, and (Re)Connecting in a COVID World (2020.10.07)

Kab-Woo Koo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ation 2 A
 dapting Sanctions: Blocking Bad Behavior, Facilitating Cooperation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정세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경남대 극

조명하였다. 세부적으로 정보통신발달에 따른 북한과의 관

동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계 변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다양한

June Park (Next Generation Researcher,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resentation 3 Inter-Korean Relations in a COVID World: Re-evaluating Policy and Prospects
Leif-Eric Easley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펴보기 위해 나우만재단과 공동주최로 “북한과 세계: 코로나

방안 모색이 논의되었다.

19 사태 이후 재평가, 다시보기, 재연결”을 주제로 국제학술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진단하는 국제학술대회 취지에 맞게 본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

학술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

유럽과의 관계를 재평가한 뒤 다각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재

밍으로 실시간 송출되었다.

•일시 2020-10-07 •장소 통일관 정산홀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서울사무소
•환영사 크리스찬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제1회의 주제 : 북한과 세계: 관계와 제재의 ‘재’평가 •사회 황지환 (서울시립대 부교수)
•발표1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및 외교의 재평가 - 김태경 (북한대학원대 SSK연구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발표2 제재에 적응하기: 부정 행동 차단과 협력 촉진 - 박준의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연구자)

•Presentation 4 N
 orth Korea and the World: Redefining the Role for Europe
Tereza Novotna (Senior Associate Research Fellow, EUROPEUM/Free University Berlin)
•Session II : (Re)Viewing North Korea to Build the Foundation for Future Exchanges
•Moderator Dean J. Ouellette (Vice Director, IFES)
•Presentation 1 R
 esetting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Lessons from History
Nazanin Zadeh-Cummings (Associate Director, Centre for Humanitarian Leadership at Deakin University)
•Presentation 2 North Korea Online: (Re)connecting through ICT with North Korea?
Hayun Kang (Executive Direct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KISDI)
•Presentation 3 N
 ational Parks, Protected Areas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North Korea: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hristopher McCarthy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Presentation 4 Lessons for Working in North Korea: Sharing Situational Experience
James Banfill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발표3 코로나19 사태 이후 남북관계: 정책 및 전망 재평가 - 리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부교수)
•발표4 북한과 세계: 유럽의 역할 재정의 - 테레자 노보트나 (EUROPEUM/베를린자유대 선임 연구원)
•제2회의 주제 : 향후 관계 초석을 다지기 위한 북한 ‘다시’보기 •사회 딘울렛(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발표1 북한과의 인도주의적 관계 재설정?: 역사로부터의 교훈 - 나자닌 자데-커밍스 (호주 디킨대 인도주의 리더십 센터 연구 부소장)
•발표2 온라인 북한: ICT를 활용한 북한과의 ‘재’연결 -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본부 본부장)
•발표3 북한의 국립공원,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 담화: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회 - 크리스토퍼 맥카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발표4 북한에서의 근무 경험: 상황적 경험 공유 - 제임스 반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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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eace Forum

경남대(한국), 소카대(일본) · 중국문화대학(대만) 공동 주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한 창의적인 협력 -

Organized by Kyungnam University, Soka University, and Chinese Culture University
Creative Collaboration for a Resilient World: Creating New Shared Values and New
Policies in the Post-pandemic World

During his opening remarks, President Jae Kyu Park of
Kyungnam University alluded to the coronavirus, stating that
“The spread of COVID-19 is creating a new challeng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means that countries have

ha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and this will become a
new model for cooperation.” Furthermore, he emphasized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cope with the
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d new challenges in East Asia
and to create a peaceful and stable regional order.” He also
recounted various topical discussions that highlighted the
peace forums of the past three years: in particular, the need
for stability and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between the two Koreas, and need for new
ideas to help the region cope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order, including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nd
climate change.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Sung-Kyung Kim (Professor, UNKS)

Jaewook Chung (Professor, IFES)

김정(북한대학원대 교수)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Jung Kim (Professor, UNKS)

Byong-Chul Lee (Professor, IFES)

Kyungnam University (Korea), along with Soka University
(Japan) and the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jointly
held their annual ‘Peace Forum’ under the theme “Creative
Collaboration for a Resilient World: Creating New Shared
Values and New Policies in the Post-pandemic Worl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2020 forum was conducted
online.

박재규 경남대 총장 개회사 (2020.12.12.)
Opening remarks by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2020.12.12)

경남대학교는 일본 소카대학교, 중국문화대학(대만)과 함께

박재규 총장은 “동아시아에 놓여있는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

온라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함께 대처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질

창의적인 협력’을 주제로 ‘2020 평화포럼(Peace Forum)’을

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최했다.

박 총장은 또한 매년 평화포럼을 통해 세 나라의 학자들이 한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2020 평화포럼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일·양안·남북관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바이러스 확산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어 나라

고 미중관계, 기후변화 등 세계질서의 변환에 대응하기 위한

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협력의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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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2020 Peace Forum, President Yoshihisa Baba of
Soka University provided welcoming remarks, with opening
remarks delivered by Vice President Wang Shu-Yin of
Chinese Culture University. Along with President Park, they
emphasized the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the nurturing of peace in East Asia.
The three universities have held the Peace Forum every year
since 2017 to promote peace research in East Asia along

with academic exchang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n
2017, the theme of the forum was “Building a Peaceful
Community in Asia” and held in Okinawa, Japan. The 2018
forum, hosted in Taipei, Taiwan, centered on “The Prospect
of Bilateral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East Asia.”
The 2019 forum, held on Jeju Island, Korea, explored topics
around the title theme “Conflict, Cooperation and Peace in
East Asia.”

박재규 경남대 총장 개회사 (2020.12.12.)
Opening remarks by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2020.12.12)

일본 소카대, 중국문화대학(대만)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돌아가며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일본 오키

2020 평화포럼에서 바바 요시히사 소카대 총장이 환영사를,

나와에서 ‘아시아에서의 평화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2018년

박재규 총장과 함께 왕 슈인 중국문화대 부총장이 개회사를

에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양안관계 전망과 동아시아 발전’을

맡아 세 나라의 우호·협력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강조했다.

주제로, 2019년에는 제주도에서 ‘동아시아의 갈등, 협력 그리

경남대와 소카대, 중국문화대학(대만)는 동아시아 평화연구

고 평화’를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활성화 및 3개국 간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020 평화포럼(Peace Forum) 온라인 회의 (2020.12.12.)
2020 Peace Forum online meeting (2020.12.12)

•Date 2020-12-12 •Organizers Kyungnam University (Korea), Soka University (Japan), and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Opening •Greeting from the host Yoshihisa Baba, (President, Soka University)
•Opening Remarks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Wang Shu-Yin (Vice President, Chinese Culture University)
•Keynote Speech Mine Yoichi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The World Maps in 2100: Freedom in the Age of Great Migration’
•Session I “Creative Collaboration for a Resilient World: Perspective from Japan”
•Moderator Koide Minoru (Professor, Soka University)
•Presentation Creative Collaboration for a Resilient World: Perspective from Japan - Tamai Hideki (Professor, Soka University)

•일시 2020-12-12 •주최 경남대(한국), 소카대(일본) · 중국문화대학(대만) •장소 온라인 회의
•개회식 •개회인사 바바 요시히사 (소카대 총장) •개회사 박재규 (경남대 총장), 왕슈인 (중국문화대학(대만) 부총장)

•Discussants S
 ung-Kyung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Chien-kuo Pang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기조연설 아프라시아(Afrasia)를 꿈꾸며: 2100년 세계지도 구상 - 마이네 요이치 (도시샤대 교수)
•제1회의: 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한 창조적 협력: 일본 관점에서의 전망

•Session II “State, People,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Post-COVID-19 Era”

•좌장 코아이데 미노루 (소카대 교수) •발표 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한 창조적 협력 - 타마이 히데키 (소카대 교수)
•토론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팡지엔쿠오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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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Jung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ation W
 hat Makes States More Successful at Containing the Pandemic? 

•제2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의 지역간, 사람간, 국가간 협력

Jaewook Chung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Discussants Shun-Wen Wang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Sasaki Satoshi (Professor, Soka University)

•좌장 김정(북한대학원대 교수) •발표 국가들의 팬데믹 억제에 있어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Session III “The Cross-Straight Relationships and Prospects after the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in 2020”

•토론 왕순원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 사사키 사토시 (소카대 교수)

•Moderator Chien-min Chao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제3회의: 2020년 미대선 이후 국가간 관계와 전망 •좌장 자오젠민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발표 2020년 미대선 이후 국가간 관계와 전망 - 유 샤오 윤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 쇼 조니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Presentation T
 he Cross-Straight Relationships and Prospects after the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in 2020 Hsiao-Yun Yu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 Johnny Shaw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토론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포포브스키 베 셀린 (소카대 교수)

•Discussants Byong-Chul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Vesselin Popovski (Professor, Sok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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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를 중점적으
로 논의하는 통일전략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통일전략포럼은 대북 정책 입안 및 실행을 분석 ·평가하
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 전문가 및
전·현직 공무원, 언론인 등의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7차례의 포럼이 개최되었
으며 관련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제66차 통일전략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개최(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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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STRATEGY
FORUM

The Unification Strategy Forum is one of the IFES’s
frequently held ad hoc discussion forums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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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ate, a total of 67 forums have been held and
corresponding reports issued.

The 66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2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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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차 통일전략포럼

The 66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

Propaganda Leaflets to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Issues and
Solutions
In the wake of the dramatic upheava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tween the two Koreas in June following
the sending of propaganda leaflets over the inter-Korean
border, IFES held the 66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entitled “The Propaganda Leaflet Incid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Issues and Solutions” on June 18, 2020. The
experts at the forum exchanged views on the legislation of
a law to sanction the sending of propaganda leaflets, along

with views on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n how to resolve conflict
following the incident. The forum’s participants discussed
the legal issues and solutions regarding propaganda leaflets,
and looked for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to reduc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이관세 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양무진 부총장 (북한대학원대))

김동엽 연구실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Kwan-Sei Lee (Director, IFES)

Moo-Jin Yang (Vice President, UNKS)

Dong-Yub Kim (Director of Research, IFES)

제66차 통일전략포럼 (2020.6.18)
The 66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2020.6.18)

금년 6월 대북전단 살포 이후 급격하게 요동친 한반도와 남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가진 대북전단 제재 법

북관계에 대해 해법을 찾고자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

률 제정 방안, 대북전단 살포 이후 갈등 해결을 위한 남북/북

계: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2020년 6월 18일 제66차 통일전

미관계 합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략포럼을 개최했다.

대북전단 관련 법적 쟁점과 해법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
한 남북미 중심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일시 2020-06-18 •사회 이관세 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표1 대북전단의 법적 쟁점과 해법 - 권태준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발표2 대북전단과 남북ㆍ북미관계 전망 - 이정철 교수 (숭실대)
•토론 선병주 변호사 (법무법인 명석), 이종주 인도협력국장 (통일부), 양무진 부총장 (북한대학원대), 김동엽 연구실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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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교수 (숭실대)

선병주 변호사 (법무법인 명석)

권태준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이종주 인도협력국장 (통일부)

Jung Chul Lee

Byung-joo Sun

Taejoon Kwon

Jong Joo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Myungseok Law firm)

(Jeon, Cha & Lee Law firm)

(Humanitarian Cooperation Bureau,
MOU)

•Date 2020-06-18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Presenters Propaganda Leaflets to North Korea: Legal Issues and Solutions - Taejoon Kwon (Jeon, Cha & Lee Law firm)
•Propaganda Leaflets to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Relations: Path of the K-Peace
Model - Jung Chul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iscussants Byung-joo Sun (Myungseok Law firm), Jong Joo Lee (Humanitarian Cooperation Bureau, MOU)
Moo-Jin Yang (Professor, UNKS), Dong-Yub Kim (Professor,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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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통일전략포럼

The 67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

Analyzing the Factors of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US Presidential Elections,
COVID-19 and the Eighth Party Congress

사진1: 제67차 통일전략포럼 (2020.11.30.)

사진2: 제67차 통일전략포럼 (2020.11.30.)

The 67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2020.11.30)

The 67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2020.11.30)

연말 총평 일환으로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

2020년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한국전쟁 70주년’ 되

로나19, 8차 당대회’를 주제로 2020년 11월 30일 제67차 통

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정체국면이 지속된 한 해였

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
해 바이든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정
세변화, 북한경제 상황 및 전망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

As part of the year-end general review of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67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was
held on November 30, 2020, and focused on analyzing factors
of change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COVID-19, and North Korea’s 8th
Party Congress.
The year 2020 witnessed continued stagn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despite be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Experts attending the forum held enthusiastic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futur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under
president-elect Joseph Biden, the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caused by COVID-19, and the status of and prospect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했다.

•일시 2020-11-30 •사회 이관세 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표1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 이왕휘 교수 (아주대) •발표2 바이든 행정부와 북미관계 - 황지환 교수 (서울시립대)
•발표3 위드 코로나시대 남북관계 - 진희관 교수 (인제대) •발표4 8차 당대회와 북한의 변화 - 최순미 교수 (아주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김
 동엽 연구실장, 김상범 교수, 박서화 교수, 이병철 교수, 이상만 중국센터장, 이형종 교수,
임을출 ICNK센터장, 정재욱 교수, 조진구 일본센터장, 최천운 교수
이웅현 연구위원 (고려대 국제교육문화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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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30 •Host Kwan-Sei Lee (Director, IFES)
•Presentation 1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 Wang-Hwi Lee (Professor, Ajou
University)
•Presentation 2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US-North Korea Relations - Ji-Hwan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Presentation 3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COVID-19 Era - Hee-Kwan Jin (Professor, Inje University)
•Presentation 4 The 8th Party Congress and Changes in North Korea - Soon-mi Choi (Professor, Ajou University)
•Discussion Panelists D
 ong-Yub Kim (Professor, IFES), Sang Bum Kim (Professor, IFES), Seo-hwa Park (Professor, IFES), Byong-Chul Lee
(Professor, IFES), Sang Man Lee (Director of China Center, IFES) Professor Hyung-Jong Lee (Professor, IFES), EulChul Lim (Director of ICNK Center, IFES), Jaewook Chung (Professor, IFES), Jin-Goo Cho (Director of Japan Center,
IFES), Cheon Woon Choi (Professor, IFES), Woong-Hyun Lee (Research Fellow, International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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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SEMINAR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 북한정세, 남북관계, 북미관계 평가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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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
나는 2019년 12월 28일 ~ 12월 31일간 개최된 북한 노
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정세
및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북한
정세에 대한 정치·경제분야의 평가 및 전망과 함께 남북관
계와 북미관계 평가 및 전망 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토론
이 이뤄졌다.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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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01-10
 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참석자 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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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Yub Kim, and UNKS professor Kab-Woo Koo delivered
their expert assessments on the year-end plenary meeting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 as well as discussed prospects
for the coming year on the Korean Peninsula.

•Date 2020-01-10
•Participants
Kwan-Sei Lee (Director, IFES)
Eul-Chul Lim (Professor, IFES)
Kab-Woo Koo (Professor, UNKS)
Dong-Yub Kim (Professor,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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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연찬회
-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 초빙교수연찬회

2020 Kyungnam University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vited Professors’ Year-end Workshop
Prospect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2020
Kyungnam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eld the 2020 yea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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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에서부터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대순 경남대 이사장.
From the left: Kyung-seo Park (President, Korean Red Cross),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eon Chul
Kim (ROK Minister of Unification),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Se-hyun Jeong (Executive Vice-Chairperson,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2020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연찬회 (2020.1.13.)

Council), Dai-soon Lee (Chairperson, Kyungnam University)

2020 Kyungnam University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vited Professors’ Year-end Workshop (2020.1.13)

경남대학교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2020년 초빙교수연찬회를 개최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진행과 남북한 긴장
완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2019년 12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드러난 새로운 노선
의 의미와 평가를 비롯해 2020년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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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3
•일시 2020-01-13
•참석자 박
 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대순 (경남대 이사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김덕룡 (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황진하 (前 국회의원)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 및 교수 50여 명

•Participants J 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eon Chul Kim (ROK Minister of Unification)
Kyung-seo Park (President, Korean Red Cross)
Se-hyun Jeong (Executive Vice-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Dai-soon Lee (Chairperson, Kyungnam University)
Ho-young Ahn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eogryong Kim (Former Executive Vice-Chairperson,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Jin-ha Hwang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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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War History Workshop

냉전사 워크숍

Science, Remembrance, and System of the Cold War

- 냉전사, 과학기술, 샌프란시스코 체제 -

워크숍

냉전사 워크숍 (2020.2.6.)
Cold War History Workshop (2020.2.6)

과학기술과 에너지 분야, 접경지역과 분단 전시시설의 기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접경지역과 분단 전시 시설을 통해

록들,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대표되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

한반도 분단이 기록되는 양상을 조명했다. 또한, 샌프란시

양지역의 냉전사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 냉전

스코 체제의 형성에 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

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었다. 미·쏘는 강

를 가졌다.

대국 간의 대결의 시대 분단국인 남북한이 어떻게 생존해

이번 냉전사 워크숍은 한국냉전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이

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냉전사 연구의

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

인식과 토대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 노경덕 이화여대 교수, 이주영

과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냉전사를 고찰함

UNIST 교수, 송영훈 강원대 교수, 김성준 대한민국역사박

으로써 냉전사 연구의 수준을 제고하는 건설적인 담론을

물관 학예연구관, 최용 육군사관학교 교수 등 50여명이 참

나누었다. 과학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냉전의 영향을

석했다.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Cold War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sia-Pacific region, symbolized
by the San Francisco system, and the record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ergy fields, border areas and divisionrelated exhibitions, this workshop was able to improve the
level of cold-war history research in Korean society. The
US-USSR rel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recognition and foundation of Cold War history-focused
research, including how the divided Koreas survived in the
era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great powers.
B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workshop participants
conducted constructive discussion t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discourse on Cold War history. Participants
examined the impact of the Cold War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ergy sector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border divisions and culture of memory. In addition,
experts discussed the formation of the San Francisco system.
The workshop was organized by the Korea Cold War
Association and was attended by about 50 people including
Kwan-sei Lee (Director, IFES), Won-dam Baek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Kyung-Duk Noh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Joo-young Lee (Professor, UNIST),
Young-Hoon So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ong-Jun Kim (Curator, Museum of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Yong Choi (Professor, ROK Military Academy)

•Date 2020-02-06 •Opening Remarks Kwan-Sei Lee (Director, IFES)
•Congratulatory Remarks Christian Ostermann (Director,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Wilson Center)
•Session 1 <Cold War and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ergy War> •Panel Chair Jong Dae Shin (Professor, UNKS)
•Presentations
1. “Social Technology System of Nuclear Technology: The Case of Korea in the 1950s and 1970s”
Seong-Jun Kim (Senior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2. “Oil, Dollars,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Jeong-ha Lee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3. “Cold War US Middle East Policy and Middle East Petroleum Politics” Won-seon Cho (Lecturer, ROK Military Academy)
•Discussants: Young Joo Lee (Professor, UNIST)

•일시 2020-02-06 •개회사 이
 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축사 크리스챤 오스터만 (우드로윌슨센터 공공정책·역사분과 소장)

•Session 2 <Formation of the Border of Division and the Culture of Memory>

•1세션 <냉전 그리고 과학기술과 에너지 전쟁> •사회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

•Panel Chair Won-dam Baek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Presentations

•발표1 김성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핵 기술의 사회기술시스템: 1950~70년대 한국의 사례”
•발표2 이정하 (서울대 교수) “석유, 달러, 그리고 소련의 붕괴”
•발표3 조원선 (육군사관학교 교수) “냉전기 미국의 중동정책과 중동의 석유정치”
•토론 이주영 (UNIST 교수), 노경덕 (이화여대 교수), 최용 (육군사관학교 교수)
•2세션 <분단의 접경지 형성과 기억문화> •사회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
•발표1 전원근 (숙명여대 교수) “1960~1970년대 접경지역 전략촌의 형성과 냉전 경관-철원”
•발표2 정영신 (가톨릭대 교수) “분경에서 탄생한 현대 파주-도시 인프라와 지역 사회의 형성을 중심으로”
•발표3 송영훈 (강원대 교수) “고성 DMZ 박물관의 냉전과 분단 전시 비평”
•토론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김민환 (한신대 교수), 전영선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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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mation of a Strategic Village on the Border Area and the Cold War Landscape in the 1960s and 1970s-Cheolwon”
Jeon Jeon Geun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 “Modern Paju Born from Bunkyeong—Formation of Urban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Youngshin Jung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3. “Criticism of the Cold War and Division in the Goseong DMZ Museum” Young-Hoon So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s: Seong-Hyun Kang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Min-Hwan Kim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Youngseon Jeon (Professor,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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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정기발간물

ASIAN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
었다. 1995년에는 해외 선진 학문의 국내 수입과 국

Asian Perspective applies an Asian lens to world and
comparative politics. With its vital contemporary
focus, this peer-reviewed journal probes the regional,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issues that affect Asia
today. The journal is published quarterly b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is listed on Clarivate’s Web of

Science –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Elsevier’s
SCOPUS, and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among
other indexes. Now in its fourth decade, the journal
welcom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is committed to
promoting a lively exchange of ideas between scholars and
policymakers.

내 연구의 해외전파를 위해 미국의 포틀랜드주립대
와 공동출판협정을 맺었고, 1998년 학술진흥재단(현

Editorial Members

재 한국연구재단) 사회 과학 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
•FOUNDER Jae Kyu Park (Kyungnam University)

정된 바 있다.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이용색인

•EDITOR-IN-CHIEF Carla P. Freeman (Johns Hopkins SAIS)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등재지로

•SENIOR EDITOR Mel Gurtov (Portland State University)

선정되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으며,

•MANAGING EDITOR Dean J. Ouellette (Kyungnam University)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

•ASSISTANT EDITOR Naomi Garcia (St. Mary’s College of Maryland)

•BOOK REVIEW EDITOR Walter C. Clemens Jr (Boston University)
•EDITORIAL COMMITTEE Dean J. Ouellette (Kyungnam University), Amita Batra (Jawaharlal Nehru

국의 존스홉킨스대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University), Jean-Marc F. Blanchard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Jong Kun Choi (Yonsei University),
Jae-Ho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üdiger Frank (University of Vienna), Jung Ki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Cheng-Chwee Kuik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Seok-Jin Lew (Sogang
EDITOR-IN-CHIEF
Carla P. Freeman
(Johns Hopkins SAIS)

편집위원

University), Kun Young Park (Catholic University), Philip Park (Kyungnam University), Yul Sohn (Yonsei
University), Pichamon Yeophantong (UNSW Canberra - 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
•ASSISTANTS TO THE EDITORS Bridgette Brunk (Johns Hopkins SAIS), Spencer Steinbach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설립자

박재규 (경남대)

•편집장

칼라 프리먼 (미국 존스홉킨스대)

•수석 편집위원 멜빈 커토브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편집 국장

EDITORIAL ADVISORY BOARD

딘 울렛 (경남대)

•편집 위원회	딘 울렛 (경남대), 아미타 바트라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 장 마크블랜차드 (중국 화동사범대), 정재호 (서울대),

Shaun Breslin (University of Warwick), Kent Calder (Johns Hopkins SAIS), Walter C. Clemens Jr. (Boston University), Evelyn Goh (The Australian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김정 (북한대학원대), 첸취퀵 (말레이시아 국립대), 류석진 (서강대), 박건영 (가톨릭대),

National University), Peter Hayes (Nautilus Institute),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B. C. Koh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Tae-Hwan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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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rn Kentucky University), Chae-Jin Lee (Claremont McKenna College), Su-Hoon Lee (Kyungnam University), Okonogi Masao (Keio University),

•편집 조수

나오미 가르시아 (메릴랜드의 세인트 메리 대학교)

Mark Selden (Cornell University), Sergei Sevastianov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David Shambaugh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hen

•편집 간사

브리짓 브런크 (미국 존스홉킨스대), 스펜스 스타인박 (북한대학원대)

Dingli (Fudan University), Minsoon So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Richard P. Suttmeier (University of Oregon), Peter Van Ness (The

•서평 편집

월터시 클레멘스 주니어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ali Yang (University of Chicago)

편집 자문위원

숀 브레슬린 (영국 워릭대), 켄트 칼더 (미국 존스홉킨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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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마크 셀든 (미국 코넬대), 세르게이 세바스티노프 (러시아 극동연방대),
데이비드 샴보우 (미국 조지워싱턴대), 션딩리 (중국 푸단대), 송민순 (전 북한대학원대) 리차드 P. 슈트 마이어 (미국 오리건대),
피터 반 네스 (호주 국립대), 달리 양 (미국 시카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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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erspective Vol.44, No.1

•Date 2020-03-01

North Korea – Law and Labor
•Beyond Sham: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_ Patricia Goedde
•North Korean Workers in Russia: Problematizing the ‘Forced Labor’ Discourse _ Andrei Lankov, Peter Ward, and Jiyoung Kim
Divided Countries
•Peace of Cake?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ern Irish and Korean Peace Processes _ Alexandre Haym, David Doherty, and
Yongho Kim
China – Development and Statecraft
•Internet Usage and Rural Self-Employment in China _ Jianmei Zhao
•Taming Neighbors: Exploring China’s Economic Statecraft to Change Neighboring Countries’ Policies and Their Effects _
Jaebeom Kwon

Asian Perspective Vol.44, No.3

•Date 2020-09-01

Globalization, Integration, and Security in East Asia
•Capturing Power Shift in East Asia: Towar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oft Power” _ Mikael Weissmann
•The Human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East Asia _ Changrok Soh and Daniel Connolly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Making Process _ Serafettin Yilmaz (Shifan Yao) and
Lyu Mengdi
•The Minamata Convention and Mercury Policy in China: The Role of Science _ G. Kristin Rosendal, Steinar Andresen, Gørild
M. Heggelund and Eirik H. Steindal
•The Political Dynamics of South Korea’s Human Capital Development Strategy _ Jiyeoun Song
Singapore-Thailand Relations
•Traversing the Migrant Corridor: Singapore’s First Ambassadors to Thailand, 1965–1990 _ Ying-kit Chan
Nor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n “Independence” in Unification Policy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1955–1966 _ Jein Do

Commentary
•Is China’s IR Academic Community Becoming More Anti-American? _ Meng Weizhan

Commentary
•India’s Economic Relevance in the Indo-Pacific _ Amita Batra

Book Review Essay
•Ars longa, vita brevis _ Walter C. Clemens, Jr.

Book Review Essay
•China: “What Kind of Government Is This?” _ Walter C. Clemens, Jr

Asian Perspective Vol.44, No.2

•Date 2020-06-01

Special Issue
•The Cold War and Decolonization in East Asia _ Chih-yu Shih, Tze-ki Hon, Hok Yin Chan, guest editors
•Introduction: The Cold War and Decolonization in East Asia _ Chih-yu Shih, Tze-ki Hon, and Hok Yin Chan
Ethnic Relations
•Indigenizing the Cold War in Malaysia and Singapore: Interethnic Decolonization, Developmental Syntheses and the Quest
for Sovereignty _ Alan Chong
•To Build the World Anew: Decolonization and Cold War in Indonesia _ Shofwan Al Banna Choiruzzad
International Relations
•Decolonizing Japan–South Korea Relations: Hegemony, the Cold War, and the Subaltern State _ Boyu Chen
•Subaltern South Korea’s Anti-Communist Asian Cooperation in the Mid-1950s _ Joonseok Yang and Young Chul Cho
Subaltern Relations
•From “Asia’s East” to “East Asia”: Aborted Decolonization of Taiwan in the Cold-War Discourse _ Chih-yu Shih
•A Look at Korean Historical Drama: Cultural Negotiation of Cold War Influence on Notions of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_ Tina S. Clemente
Commentary
•China’s Expanding Engagement in Global Health _ Dennis Van Vranken Hickey

Asian Perspective Vol.44, No.4

•Date 2020-12-01

Asian Politics and Security
•Domestic Political Drivers and Chinese Diplomacy: Xinjiang and Counter-Terrorism in South Asia _ Raj Verma
•China’s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nd Its Implications for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_ Hee-Yong Yang
and Seungho Lee
•Asia’s Democracy Puzzle: Five Uneasy Pieces _ Karl D. Jackson and Giovanna Maria Dora Dore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Disputed Maritime Areas: A Case Study of the South China Sea _ Hui Zhong
•The Great War Analogy and the Sino-American Security Dilemma: Foreboding or Fallacious? _ Friso M. S. Stevens
Korean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and the False Promise of Strategic Bargains with China _ Leif-Eric Easley
South Korea
•The State After Neoliberalism: A Neo-Gramscian Perspective on South Korea’s Economic Reforms 1997–1998 _ Shinae Hong
Commentary
•Ecocide on the Mekong: Downstream Impacts of Chinese Dams and the Growing Response from Citizen Science in the
Lower Mekong Delta_Nguyen Minh Quang and James Borton
Book Review Essay
•Bad Memories and IR _ Walter C. Clemens, Jr

Book Review Essay
•Will China Unite or Divide the World? _ Walter C. Clemens,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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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발간물

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국문 학술지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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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전략,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미·중·러·일 등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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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제36권 제1호(봄)

제36권 제2호(여름)

•발행일 2020-03-31 •객원 편집인 김태현, 류석진

<특집> 탈냉전 30년의 조명
1. [서문] 탈냉전 30년의 재조명: “30년의 위기?”
2. 탈냉전 “30년의 위기”:
다시, 에드워드 할렛 카를 읽는 시간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류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 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4.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심층 통합, 보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5. 탈냉전기 미 동맹질서의 변화 양상과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지속성
김영호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6. 수용과 충격: 중국의 부상과 자유주의 세계질서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7. ‘중국특색적 자유주의국제질서’하의 예외주의
정치문명의 충돌?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8. 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일반논문
9.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박정진(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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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권 제3호(가을)
•발행일 2020-06-30

1. 온라인 환경이 청중비용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고찰
김재학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
김이연 (경기대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2. 중견국 이론 정교화:
구조적 접근과 한국의 중견국 정치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3.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4. 중국은 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5.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지능성:
대의 정부에 대한 이론적 검토
김정 (북한대학원대 조교수)

제36권 제4호(겨울)
•발행일 2020-09-30

1.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신욱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4.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일(反日) 민족주의: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전재호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5.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6.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재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발행일 2020-12-31

1.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왜 선호하는가?:엘리트
민주주의 대 참여민주주의
구본훈 (서강대), 민정훈 (서강대), 조영호(서강대)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한국의 기타공
적자금(OOF)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헌주 (연세대), 변지영 (연세대), 남수정 (연세대),
김은미 (연세대)
3.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손한별 (국방대)
4.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50년대 북한의 독일 국가연합 통일방안 수용과한
5. 1
반도 평화공존의 상상
김태경 (북한대학원대)
6.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안경모 (국방대), 강혜석 (숭실대)
7.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정영철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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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북한연구는 북한
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철학, 과학사 등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북한 관련 종합학술지이다. 연 3회 발간되며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북
한연구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1998년에 창간되었다.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1호
1.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정영철 (서강대)
2.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강응천 (북한대학원대)
3. 생존의 정치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김화순 (한신대)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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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Vol. 23, No.1

•Date 2020-04-30

4. ‘지구’에서의 금강산에서 ‘특구’로의 금강산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행위 모델의 충돌과 접점의 역사 박정진 (경남대)
5. 중국인의 평양관광 만족도 연구: 씨트립 사이트상의 평가를 중심으로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6. 김정은 시기 “조선옷 전통”의 재구성: 한복 정책을 중심으로 박민주 (숙명여대)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Vol. 23, No.2

7. 통일독일의 교원통합과 이의 통일한국 북한교원 인적관리에 대한 시사점 김현철 (성균관대),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2호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Vol. 23, No.3

•Date 2020-08-31

•Date 2020-12-31

1. 북한의 자생적 개인사업자 집단의 비공식적 연결망 및 신뢰 구축 기제와 그 특성 최봉대 (독립연구자)
2. ‘주자학적 접근법’ 시론 (試論): 북한 아동문학 연구방법론 마성은 (저장사범대)
3.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형, 유통과 대응 방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4.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연구: <아리랑> (2005)과 <빛나는 조국> (2018)을 중심으로 정해영 (연세대)
5. 북·일 관계와 전자악단의 활용 하승희 (동국대)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3호
특집논문: 고(故) 류길재 교수를 기리며
•길재와 나와 북한 이대근 (우석대)
•25년을 사이에 둔 대화: 고(故) 류길재 교수와 ‘인민위원회’ 강응천(북한대학원대)
일반논문
1. 김일성의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의 스탈린주의적 기원과 정치경제학적 성격 윤철기 (서울교육대)
2. Forecasting the Demand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a Unified Korea
Hyunchul Lee (Sungkyunkwan University), Woo Young Le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3.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권력의 담론 분석: 마이클 만의 ‘경제적 권력’을 중심으로 정호근 (동국대)
   •김정은 시대 당정책 구호와 중학교 민족음악 교육 배인교 (경인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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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행일 2020-02-28

South Korea-Japan Relations: Problems with South Korea-Japan
Relations and How to Solve Them (in Korean)
•Date 2020-02-28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한일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려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더불어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특히,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일 관
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이 책은 법학, 정치학, 역사학, 국제정치, 경제, 언론 분야에서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이 무엇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견을 모았다.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ooled sharply after the October 30,
2018,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compensate Korean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In order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o be
successfu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s essential, as well a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Japan’s constructive role in this process is also important. In order for this
to happen, Korea-Japan relations must first be improved. This book aims to help
the general public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probl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how to solve them. The book features contributions by experts
who have long worked on Korea-Japan relations in the fields of law, politics,
history, international politics, economy, and the media.

목차
•서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1장: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식민지 책임의 규범화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장: 정치적 문맥에서 본 한일관계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3장: 일본의 전후처리 과제로서의 북일 국교정상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4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 한국 정부의 궤적과 전망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5장: 한일경제협력의 빛과 그림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6장: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관계의 상호작용 -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한일 관계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36

미중 전략적 경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행일 2020-02-28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중 간 경쟁의 구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보
다 큰 문제는 미중 간 경쟁 또는 충돌의 모습이 가장 가시적이고 첨예하게 나타날 지역은 한국이 위치
한 동아시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국가들
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
보다도 이러한 미중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존
및 발전 전략의 모색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
가들의 고견을 모아 본 책자를 출판하게 되었다. 본 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 (제1장~
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주요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 군비경쟁, 무역/통화경쟁, 해양분쟁,
양안관계 등 현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2부 (제6장~제8장)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가운데 놓인 남
북한의 대미/대중 전략의 발전방향과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2부: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1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6장: 미
 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대외전략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7장: 미
 중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8장: 대
 침체, 미중경쟁과 한국외교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1장: 인
 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탄생, 충돌, 한계, 대응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2장: 미중 전략대결과 군비경쟁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3장: 미중 무역/통화경쟁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장: 미
 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5장: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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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Relations 36

US-China Relations: Problems with US-China Relations and
How to Solve Them (in Korean)
•Date 2020-02-28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reveal the
structure of conflict that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ast Asia is
the region most acutely affected by the emergence of the US-China competition/
conflict.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Korea, are more likely to be forced
to choose sides amidst the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Therefore, there is an
urgency to identify strategies for survival and development while minimizing the
damage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such great powers competition. Based
on this awareness, the IFES published a book of expert opinions as part of an
effor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improv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aspects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book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Part 1 (Chapters 1~5) analyzes current issues such
as the arms race, trade/currency competition, maritime disputes, and bilateral
relations affecting countries in East Asia. Part 2 (Chapters 6~8) provides proposals
regarding the direction North and South Korea must head vis-a-vis the United
States/China, as well as the course of South Korean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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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NNUAL REPORT•단행 연구서

Report Vol. 1, No. 1

보고서 제1권 제1호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

•발행일 2020-05-1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확대재생산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한 효
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출판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통과정과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 뒤,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남북관계, 대북정책, 국가안보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구
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국회(정치권), 언론과 학
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며,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North Korea: Fake News (and How to Avoid It) (in Korean)

•Date 2020-05-11

This report discusses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fake news about
North Korea. In spring 2020, such news spiked on unsubstantiated reporting
of the North Korean leader’s ill health and possible death. Such fake news
can have serious and multifarious negative impacts on state-to-state relations,
policymaking, and so forth. The incident did, however,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how groups that deal with North Korean information can respond to
regain public trust.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North Korean Studies 55

Multi-layer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in Korean)
•Date 2020-06-26
북한연구 시리즈 55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발행일 2020-06-26

본 연구서는 2020년 5월 연구소에서 발행한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전
문가, 비전문가 모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한 북
한관련 허위정보의 생성·확산 현상의 분석 틀 제공, 가짜 뉴스 살포에 대한 법적 처벌, 해외사
례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허위정보 근절 방안 모색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관련 허
위정보의 끈질긴 해악을 제거함으로서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북한 허위정보 유통사례 분석: ‘김정은 신변(건강) 이상설’을 중심으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북한 허위정보의 안보문제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허위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북한 허위정보 확산 현상의 사회심리적 분석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허위정보 확산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분석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허위정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및 가능성 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관련 정보의 객관성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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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is an extension of the earlier report on fake news reporting on North Korea, with the aim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 Contributors to the
report provide in-depth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covering subjects
such as reporting on the leadership, impact on security issues, influence on society,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disseminators, media accountability, legal implications, and prevention, among other topics.
Contents
•Cas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Focusing on ‘Kim Jong-un’s Person (Health)’ Kwan-Sei Lee (Director, IFES)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the Security Issue
Dong-Yub Kim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Social Impact and Response of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Woo Young Le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HyungJong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Main Actors in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HyungJong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How to Prevent It
Eul-Chul Lim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Fals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Criminal Punishment
Seohwa Park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Measures to Strengthen Objectivity and Accountability of North Korea-related Information
Cheol-wun Ja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063

PUBLICATIONS

2020 ANNUAL REPORT•단행 연구서

Basic Materials Series 06

자료집 시리즈 06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발행일 2020-02-05

기초 자료는 연구의 토대가 된다. 이 책은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1965년 6월 한일기본관계조약 체결부터 현재까지
협정 체결, 공동성명 등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였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수집·정
리함으로서 양국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 결정·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자료집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부속
협정문, 둘째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문서, 마지막으로 역사문제
관련 일본 정부 담화와 발언 및 한국정부의 입장을 담은 문서들을 함께 분석하여 근거자료로
제공하였다.
목차
해제: 『한일관계 기본문헌집』의 내용과 의미
•Ⅰ.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부속 협정문

South Korea-Japan Relations Literature Review (in Korean)

•Date 2020-02-05

Primary source materials form the basis of research. This book is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book tracks the historical events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objective data, such as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n the bas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June 1965, joint declarations, and other
more contemporary primary source materials.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these
materials chronologically, the book examines the changes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Based on historical data, the book offers insight into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provides support for ideas aimed at
establishing policies necessary for genuine reconciliation. This book consists of three
parts: 1) text of the Treaty on the Bas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annexed agreements; 2) documents concerning Korea-Japan summit meetings after
the normalization of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and 3) primary source documents
contain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iscourses and remarks on historical issues
and the pos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Ⅱ.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문서
•Ⅲ. 역사문제 관련 일본 정부 담화와 발언 및 기타 주요 문서

North Korean Studies Series 56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Korean)

북한연구 시리즈 56

•Date 2020-12-01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발행일 2020-12-01

2016년 초부터 UN의 대북경제제재가 보다 강화되었고, 2020년 1월부터는 코로나19라는 악재
가 되면서 북중 무역 중단 등 북한경제는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또한 북한의 대외 관계도 희
망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극동문제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분

Since the beginning of 2016, the UN's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January 2020 the North Korean economy began to deteriorate, influenced by the suspension of the
DPRK-China trade and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cannot be said to
be hopeful. Accordingly, in order to seek out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emerging researchers,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discussed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North
Korean economy by sector and the future key challenges North Korea is expected to face.

야별 영향과 향후 예상되는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의 시각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목차
•서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코로나 이후 북중무역의 변화와 주요 이슈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북한 농업과 식량사정에 대한 코로나 사태의 영향과 남북농업협력의 방향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 사태의 북한 보건의료 영향 이요한 (아주대 보건대학원 교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가 북한 내수 산업에 미친 영향과 전망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과 북한당국의 대응과 전망 최천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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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troduction _ Kwan-Sei Lee (Director, IFES)
•Changes in North Korea-China Trade and Major Issues after COVID-19
Kyoochul Kim (Associate Fellow, Office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tudies, KDI)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North Korea's Agriculture and Food Situation and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Yongho Choi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Agricultural & Rural Development Research, KREI)
•The Impact of COVID-19 on North Korean Health Care
Yo Han Lee (Professor,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The Impact of Sanctions, COVID-19, and Natural Disasters on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s Domestic Industries Choi Eunju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S 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mpact of COVID-19: Response of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Prospects Cheon Woon Choi (Assistant Professor,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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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리포트 2020/2021

2020-2021 REPORT ON THE KOREAN PENINSULA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ssessment of
2020, Prospects for 2021
•발행일 2020-12-10
•편집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설립 이후부터 한반도
의 평화와 통일문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에
서 2011년부터 매년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반도 및 주
변 지역들의 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 및 전망을 정
리한 「한반도리포트(한반도 정세: 평가 및 전망)」를 발행하
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에 발간한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
망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경제제
재를 견디어 낼 수 있는 체제 내구력 강화를 비롯한 경제회
복 및 체제공고화를 위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보다 강
화된 전략적 노선(정면돌파전 2.0)과 실행과제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Date 2020-12-10
•EDI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Since 2011, the IFES has been publishing its Korean
Peninsula Report: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provides an annual evaluation of
the year’s significant events on the peninsula and
prospects for the coming year. The report offers indepth expert analysis of the ever-changing trends on
the peninsula and the surrounding region.
In its Assessment of 2020, Prospects for 2021,
published in mid-December, key predictions are
made abou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in January 2021 and North Korea’s
outlook for the new year—including Pyongyang’s
promotion of ‘self-reliance’ for economic recovery,
strengthening of internal solidarity and system

durability to withstand economic sanctions, and
high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implement
tougher strategic policies (frontal breakthrough 2.0)
and tasks based on its calls for self-reliance.
The report states that North Korea is expected to
present strategic policies and tasks to maximize
tangible results in term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while
improving North Korea’s self-defense capabilities
centered on nuclear weapons. In addition, the
report points out that the continued spread of
COVID-19 in 2021 is a major variable that may
affect not only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but also
US-DPRK relations.

특히 핵 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증대시키면서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과제들을 제시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2021년 코로나19
의 지속, 확산 여부가 북한정세뿐만 아니라 북미, 남북관계

Contents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Ⅰ. Overview
1. Evaluating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spects for Change

목차
Ⅰ. 개관
1. 한반도 정세 평가 및 변화 전망
2.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동북아 정세

2. The State of Affairs in Northeast Asia and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Ⅱ. Evaluating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spects
Ⅱ. 한반도정세 평가 및 전망

3. Evaluation of Politics of the Kim Jong-un Regime in 2020 and Prospects

 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영향
7. 미
평가와 전망

4. Evaluating North Korea’s Economic Sphere through the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and Prospects

4.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분야 평가와
전망

8. 한일 갈등 지속과 한반도 영향 평가
9. 북러 관계와 한반도 문제 개입 확대

6. Prospect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US-DPRK Relations

5. 새로운 남북관계 진전 및 전망
 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과
6. 바
북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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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북아정세 평가 및 전망

 020년 김정은 체제 정치변화
3. 2
평가와 전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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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정책보고서 2020-01]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노선 변화와 향후 전망

•발행일 2020-09-23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 시대의 국가전략노선 변화를 분석하여 국방건설 추진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
다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 대회에서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목표를 절충해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틀을 벗

Change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Kim Jong-un Regime's National
Strategic Line

•Date 2020-09-23

The purpose of these commentaries i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through the convergence of goals for defense building and economic

North Korea’s efforts to build its national defense structure by analyzing the

construction. This report comprehensively reviews North Korea’s policies and

changes in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ic policies in the Kim Jong-un era.

progress in national defense construction, which is being used to break away
from economic system paralysis because of Pyongyang’s failure to improve

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대내외 정세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실패와 남북 정상간 합의 불이행 국면의 지속, 코로

At the 8th Party Congress, scheduled for January 2021, it is likely that

relations with Washington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나-19의 장기화로 경제체제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건설 노선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North Korea will find it difficult to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self-

failure to comply with inter-Korean agreements, and the prolonged

reliance—based on developing the found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COVID-19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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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20)
4. 정면돌파전(2019.12.31)

•Ⅲ. 김정은 시대 국방건설 추진실태 평가
1. 연도별 국방건설 추진실태와 평가
2. 국방건설의 특징
•Ⅳ. 제
 8차 당대회 전략노선 전망 :
정면돌파전 2.0

•Ⅰ. Introduction
•Ⅱ. Analysis of Changes in the National Strategic Line of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Era
1. Summary 2. The Byungjin Line: Parallel Construction of the Economy and Nuclear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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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rying Forward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Defense: Chronology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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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정책보고서 2020-02]

북한의 무력행위에 대한 대남 사과·유감 표명 사례 연구

•발행일 2020-10-14

This study analyzes how North Korea’s armed provocations against South

responsibility and expressed an intent to implement countermeasures to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한 무력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건 발생의 배경과 대남 사과 및 유감 표명 사례에 대한 의미를

Korea occurred, the background of the incidents, and the meaning

prevent a recurrence of the incident.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l and

분석 한다. 특히 지난 9월 해수부 어업지도원의 실종과 북한에 의한 총격 사망 문제가 촉발됨에 따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책

behind cases where North Korea expressed an apology or regret. After the

external situations in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surrounding each

임 인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표명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disappearance and shooting of 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

incident.

in September, for example, North Korea’s supreme leader acknowledged

Cont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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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 발생의 배경과 북한의 정세인식
•Ⅲ. 북한의 대남 사과 · 유감 표명 사례 분석
1. 1968년 1월 청와대 기습 사건
2.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3.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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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 Policy Report (2020-02)
Case Studies of North Korea’s Apology and Expression of Regret to South Korea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Date 2020-10-14

4.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
5.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6.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7.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8.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Ⅳ. 결론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of the Incidents and North Korea's Political Consciousness
•Ⅲ. The Case Analyses of North Korea’s Apology and Expression of Regret to South Korea for Its Act of Force
1. The Blue House Raid in January 1968 2. Axe Murder Incident in August 1976 3. Gangneung Submarine Infiltration
Incident in September 1996 4.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in June 2002 5. The Shooting Death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Mt. Geumgang in July 2008 6.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n November 2010 7. The
Explosion of North Korea’s Wooden-box Mines in August 2015 8. The Killing of a Missing Civil Servant in Yeonpyeong
in September 2020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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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정책보고서 2020-03]

김정은 시대 부동산시장의 평가와 전망

•발행일 2020-12-15

An Evaluation and Prospects for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Kim Jong-un Era
•Date 2020-12-15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부동산시장의 평가와 전망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같은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반한 국가들은 토

This study evaluates and suggests prospects for North Korea’s real estate

Taean Work System in all but the newly amended constitution. This has led

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사유화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토지소유권에 대해 국유화 또는 사업협동단

market in the Kim Jong-un era. Countries that operate under a capitalist

to a dual structure in which the product and the market coexist. The purpose

market economic system, such as South Korea, recognize private land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first decade of Kim’s

ownership. Socialist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only recognize state

rise to power and how these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are having

명시하는 등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시기의 북한경제에

ownership of land or ownership of land by business-related collective

an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study also aims to provide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초기 10년 간의 부동산시장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rganizations.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implemented the “socialist

prospects for the future in regards to North Korea’s real estate marke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despite the mention of the

체의 소유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기존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는 대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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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정리사업과 새땅 찾기
사업
3. 도시화

•Ⅳ. 종합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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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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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정책보고서 2020-04]

‘핵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모색

•발행일 2020-12-24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핵실험을 한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자구책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내지 한

IFES Policy Report (2020-04)

Seeking a New Direction for Discourse on Korean Nuclear Arma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uclear Orientalism"
•Date 2020-12-1

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것을 주장하는 핵무장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의 핵무장은 동북아 국제질서뿐만 아니라
안보질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이므로, 핵무장 담론이 나오는 배경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에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on nuclear armament that argues that

efforts to develop a nuclear weapons program—the first to do so from the

North Korea, which has already conducted nuclear weapons tests, is less

national level—and changes in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Second,

likely to move forward with denuclearization. The existence of nuclear

the study reviews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and the remarks of key

를 오리엔탈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이르기까지 국내 핵무장담론이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여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issue that has a tremendous effect

figures emphasizing nuclear adventurism to understand how discourse on

왔는가를 여론조사 결과와 핵모험주의(nuclear adventurism)를 강조하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본다. 셋째, 한국이 추진하고자

on the regional security orde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order. As su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hanged up until the country’s

하는 핵무장의 현실적 장애요소들을 점검하고 한국의 핵무장 담론의 전개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there is meaning in analyzing and summarizing the discourse surrounding

sixth nuclear test. Third, the study examines the practical obstacles to South

nuclear arma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examine,

Korea’s nuclear armament, and forecasts the direction of South Korea’s

from an “oriental perspective,” the case of the Park Chung-hee regime’s

discourse on nuclear armament.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핵무장을 시도한 박정희 정권의 핵무장 추진사례와 북한 핵개발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핵 오리엔탈리즘과 핵무장에 대한 담론
1. 박정희의 핵무장론
2.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태적 변화

Contents
•Ⅲ. 북한 핵실험 후 국내 핵무장 담론의 변천
1. 핵무장 담론의 동태적 요인
2. 핵무장 담지자(擔持者)
•Ⅳ. 한국 핵무장과 현실적 장애
•Ⅴ. 결론

•Ⅰ. Introduction
•Ⅱ. Discourse on nuclear orientalism and nuclear armament
1. Park Chung-hee’s theory of nuclear armament 2. Dynamic 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Ⅲ. Changes in the domestic nuclear discourse af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1. The dynamic factors of the nuclear discourse 2. The bearers of nuclear weapons
•Ⅳ. Korean nuclear armament and practical obstacles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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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Socialist Tourism’ of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An Analysis of North Korea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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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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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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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에 대한 고찰
-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집 3호 (2020.09.30.)
한반도 평화경제의 전망과 과제
- 한신대학교 평화교육센터, 『글로벌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이해』, (2020) (2020.02.28.)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 모색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2020년 6월(제63권 제2호) (2020.06.23.)

일본의 전후 아시아 ‘배상외교’와 역사인식 - 정부 간 화해의 성과와 한계
- 일본사학회, 『일본역사연구』 제51집, 55-88. (2020.04.30.)

한국의 핵농축 권한에 대한 소고(小考)
- P 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6, No.2:22. (2020.12.31)

국제국가 일본의 국제적 역할 모색 연구 -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9호 (2020.12.31.)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 Phased Approach to the Zone of Possible Agreement
-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33, No. 2.
Fall/Winter 2020) (2020.12.31)

최천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상만

토지스와프 기법을 활용한 남북 도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제24권 제2호 (2020.06.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코로나-19의 정치경제와 위기의 신자유주의-변증법적 사유-”
- 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23권 2호 (2020.05.30.)
“한중(韩中)영화와 드라마에서의 기자 이미지 비교연구”
- 中國地域學會, 『中國地域硏究』 第7卷 第2號 (2020.05.30.)
朝鲜“并进”外交政策及中朝关系-金正日执政后期为中心- 한중사회과학학회, 『韓中社會科學硏究』 제18권 제3호 (2020.05.30.)
伪满建筑文化价值研究
- 『教育发展研究』, 2020 제2권 10호 (2020.10.30.)
“短视频内容营销的价值及模式研究－以抖音为例－”
- 中國地域學會, 『中國地域硏究』 第7卷 第4號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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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심리분석에 대한 시론적 연구: 기질특성의 평정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 제16권 2호 (2020.12.31.)

북한지역 토지가치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제24권 제2호 (2020.06.30.)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논의
- 통일과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23호 (2020.06.30)
“Innovative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Pyongyang through
collaboration with developed cities”
- E dited By Tae Yong Jung & Sung Jin Kang. 2020, Development Prospects for North
Korea, (Routledge : Taylor & Francis Group):129-142.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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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제24권 제4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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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초청세미나
제132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

The 132nd IFES International Scholars Invitational Seminar

유럽의 시각에서 보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스웨덴의 역할

The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Korean Perspective and
the Role of Sweden

•일시 2020-02-14
•사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발표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한국센터장)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장이 “유
럽의 시각에서 보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스웨덴의 역할”을 주
제로 스톨홀름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스웨덴의 중재적 역할
을 설명했다. 유럽의 대북한 정책의 원칙에 관해 논의하고 향
후 북미 핵협상 전망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Date 2020-02-14
•Moderator Dong-Yub Kim (Professor, IFES)
•Speaker Sangsoo Lee (Head of the Stockholm Korea Center at th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n Sweden)

IFES, Kyungnam University held the 132nd International Scholars Invitational Seminar on the morning of Friday, February 14,
2020 in the Grand Conference Room.
At the seminar, Sangsoo Lee, Head of the Stockholm Korea Center at th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n Sweden, gave a presentation titled, “The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Korean Perspective and the Role of
Sweden.”
In the presentation, he explained the role of Sweden as a mediato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US-North Korea working-level talks which were held in Stockholm in October, 2019. He also shared his opinions regarding
the future prospects of US-North Korea nuclear negotiations.

제133차 해외학자초청세미나

The 133nd IFES International Scholars Invitational Seminar (closed-door)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Prospects for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일시 2020-10-23
•초청 해외전문가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맨스필드재단 회장
•참석자

•Date 2020-10-23
•Speaker Frank Jannuzi (President & CEO, The Maureen & Mike Mansfield Foundation)

박정진 (경남대 서울부총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Invited Attendees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Jeong Jin Park (Vice President of Seoul Campus, Kyungnam University), Kwan-Sei Lee (Director, IFES), Ho-young Ahn
(President, UNKS), Dong-Yub Kim (Professor, IFES), Moo-Jin Yang (Vice President, UNKS), Yeon Chul Kim (Professor, Inje
University), JeongCheol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Han-kwon Kim (Professor, Nationa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MooJin Ha (Manager, Ministry of Unification)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하무진 (통일부 과장)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맨스필드재단 회장을 초청하여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

The president and CEO of the Mansfield Foundation, Frank Jannuzi, was invited to speak about the outlook of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vited experts at this closed-door forum also shared their
thoughts about US-China relations and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다.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의 미중관계 및 한반도 정책을 전
망하고 소내외 전문가들과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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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일교육센터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영남통일교육센터 개소식 (2020.6.16.)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의

“영남권 통일교육거버넌스를 통한 맞춤형•참여형•개방형

기관을 선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

통일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교육 플랫폼 구축

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안보 전문

및 지역 네트워크 확산”을 목표로 경남대는 특히 현장과 사이

인재 양성사업」과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을 4

버 공간을 활용한 2-track 교육으로 쌍방향 개방형 통일교육

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경남대학교는 이번 「2020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TV 개국과 홈페이

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서 영남권역 주관 기관으로 선

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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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eremony of the Yeongnam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2020.6.6)

The aim of the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is
to revitalize unification education by sponsoring regional
institutions with the will and capacity to promote unification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which over the past four
years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Ministry of Education’s
“Unification Security Professional Training Project for the
Unification Era”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Nurturing
Universities That Promote Unification Education,” was
selected to organize the “2020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Project” in the Yeongnam region of Korea.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build a platform for unification
education on par with the demand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and expand regional networks through
tailored, participatory, and easily accessible unification
education via education governance in the Yeongnam
region. Through this project, Kyungnam University is
providing two-track education that utilizes both classroom
and online learning. Various efforts are currently under way
to advance the program, including establishing a Unification
Education TV station and operating a website for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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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IFES Academy of Korean Unification Economy

K-MOOC 북한관광의 이해와 전망
K-MOOC Understanding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Tourism
북한관광의 이해와 전망은 분단국가 북한의 관광산업 실
태 중심의 콘텐츠, 시기별 지역별 관광사업과 전략, 그리
고 교류협력 추진 배경이나 원인, 전개과정, 결과 등 북한관
광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주요 활동 요소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6년부
터 K-MOOC를 통해 강의실을 넘어 모든 학생과 일반인들
이 손쉽게 접근할 수있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The IFES at Kyungnam University has been providing
easily-accessible online courses for all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through K-MOOC since 2016.
The courses not only provide information on Korean
reunification but also help answer students’ everyday
questions about North Korea. The courses are open to
the public and can be accessed by creating an account
at www.kmooc.kr.

한 온라인을 통해 강의 동영상과 더불어 질의응답, 토론, 퀴
즈 등 교수자와 수강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강자들이 평소에 북한에 가진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www.kmooc.kr에 가입하면 모든 강좌를 수강할수있다.
IFES통일경제아카데미 제10기 수료식 (2020.12.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99년부터 남북경협 전문가 양
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컨텐츠와 진
행 방식을 대폭 개선한 “통일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다.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는 단기적인 남북교역 및 경
협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남북 경제통합
및 본격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수준 높
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 최고의
강사진이 현 정부의 통일정책,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환경
진단, 분야별 시장성 및 투자가치 평가, 북한과의 협상 사례
등을 강의한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통일경제 실현을 위
한 사회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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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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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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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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교수

Professors

•세계인의 북한읽기 딘 울렛(경남대 교수)

•Reading North Korea in a Global Era

•세계인의 북한문화읽기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세계인의 북한경제읽기 김
 근식(경남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한반도의 국제관계 김동엽(경남대 교수), 이상만 (경남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교수)
•북한 관광의 이해와 전망 임을출(경남대 교수)

Dean Ouellett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Reading North Korean Culture in a Glob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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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un-sik Kim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Moon-Soo Yang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ast, Present, and Future
Dong-Yub Kim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Sang Man Le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Jin-Goo Cho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Understanding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Tourism
Eul-Chul Lim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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