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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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ssion 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s to foster scholars
and professionals in North Korean·Unification studies, build a hub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studies and to establish society
educational syst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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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PRESIDENT
연구소는 북한·통일 연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해외
유명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
와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적 합의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질서,
동북아,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
습니다.
연구소는 SSCI급 영문 학술지인 「Asian Perspective」를 미
존스홉킨스대학교와 공동 출판하는 등 대내외 기관과의
학문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
다. 또한 연구소는 온라인 포럼, 전략보고서, 「한국과 국제
정치」, 학술지 및 각종 연구서 발간과 더불어 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한반도와 주변국들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회
담 결렬 이후 북미, 남북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
습니다. 5월 한국에는 신정부가 출범 하며,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은 집권 3기를 맞이하며 절대권력을 강화하고 있습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한반도 주변국
들의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
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1972년 설립되었
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49년 동안 45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160여 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해 북한·통일문제 및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통일부가 지원하는 「해외 북한·통
일학 학술교류 사업」 을 맡아 펠로우와 석·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해 북한대
학원대학교와 함께 한반도와 통일·북한 문제의 심층적인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경남대학교가 통일부의 「2020년
지역통일교육센터사업」 영남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4차 산업혁명시
대 통일교육 플랫폼 구축 및 지역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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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중간 경쟁은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양안관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남북, 북미, 미중,
한일관계뿐 아니라 대만문제까지 포함해 한반도와 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한 해이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of Kyungnam
University was founded in 1972 with a vision to contribute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politics, diplomacy, economies,
and societies of the Socialist bloc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s well as Korea's regional neighbors. During its 49year commitment to fostering academic research on North
Korea, Korean re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FES has convened over 160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igned academic exchanges agreements
with 45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Since 2020,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FES has managed the Academic Exchange
Program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a fellowship/scholarship program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which supports selected
individuals as they undertake in-depth education or
research pertaining to North Korean and/or unification
studies. In addition, the MOU designated Kyungnam
University as the managing institution for the "2020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in the Yeongnam
area of South Korea, allowing IFES to play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a platform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expanding related regional networks as we prepare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FES contributes to securing nationwide consensus and
global support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oes so by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as well
as by collaborating with renowned institutions across the
globe.

앞으로 연구소는 지난 49년 간의 북한·통일학 연구의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를 계속
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요 현안들을 진단하며 정책 대
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
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has had an enormous
impact on the world order and inter-Korean relations.
To address the crisis and prepare for the future, IFES has
engaged various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in compelling
discussions on subjects relevant to global governance,
regional relation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mong
others, while upgrading its digital infrastructure and
capabilities to do so in a virtual environment.

IFES continues to maintain its strong commitment to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academic publishing.
Together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IFES
publishes Asian Perspective , the SSCI-indexed scholarly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and East Asian affairs.
IFES also publishes timely content in its journal Korea &
World Politics , strategy reports, and online forums, and
has developed a robust network of foreign and domestic
experts and opinion leader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s, the journey
ahead in 2022 poses critical and complicated challenges.
Both US-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have remained in stalemate since the collapse of the
2019 US-DPRK summit in Hanoi, making restarting
denuclearization talks a difficult task. In 2022, South
Korea must handle the transition to a new administration
after its presidential elections in May, and the Biden
White House in the US could face significant obstacles
after the congressional midterms in November. The new
administration in Seoul will also be tasked with try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and its new Kishida
government. In China, with the removal in 2018 of the
two-term limit on the presidency, President Xi will prepare
to seek a third term in office, fueling concerns abroad about
the excesses of autocratic leadership. With the US-China
rivalry deepening and Cross-Strait tensions intensifying,
some fear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ccurring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in 2022. In sum, the oncoming challenges
and changes will test the peace in the region.
Going forward, IFES will summon the best of its 49 years
of experience as it provides expert analysis of the major
issues as well as strategic policy recommendations to meet
the challenges Korea and the world face, while staying
devoted to its mission to promote peace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Founder of IFES
003

Vision

2021 IFES ANNUAL REPORT

비전

Vision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된 이래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학술

Founded in 1972, IFES promotes peace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scholarly contributions relevant to the

활동을 통해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연구소는 북한·통일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와 동북아지역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에 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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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할 것입니다.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 및 국제관계 등에 관한 연구

•Conduct research projects on issues concerning North Korea,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통일전략포럼, 세미나, 워크숍, (비대면) 학술회의, 강연회 개최
•학술서(한국어·외국어) 및 학술지 출간
•동아시아 및 국제문제 연구 학자, 학문 후계세대들을 위한 각종 연구 지원 등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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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affairs.
•Organize and sponsor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lectures by Korean and foreign scholars.
•Publish original and translated works in Korean and foreign languages.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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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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IFES

연구소 소개 ABOUT IFES
임원 DIRECTORS

상근연구진 FULL-TIME PROFESSORS AND RESEARCHERS
강지연 (분쟁, 군사안보, 인권, 평화, 국제협력) JiYoun Kang (Conflict, Military Security,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operation)
김상범 (북한 정치·외교) Sang Bum Kim (North Korean Politics and Diplomacy)
딘 울렛 (북한관광, 국제관계) Dean Ouellette (North Korean Tourism, International Relations)
문미리 (글로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Miri Moon (Global Media, Communications)
박서화 (법학) Seo-hwa Park (Law)
박요한 (북한정치, 주체사상, 핵무력과 국제정치, 남북·한반도와 미중관계) Yohan Pak (North Korean Politics, Nuclear & International
Politics, Inter-Korean Relations)
박정진 (북한정치, 남북관계, 국제정치) Jeong Jin Park (North Korean Politics, Inter-Korean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박정진 서울부총장
Jeong Jin Park

이관세 소장
Kwan-Sei Lee

딘 울렛 부소장
Dean Ouellette

Vice President of Seoul Campus

Director, IFES

Vice Director, IFES

이관세 (북한정치, 남북관계, 남북협상) Kwan-Sei Lee (North Korean Politics,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Negotiation)
이병철 (핵안보, 한미관계) Byong-Chul Lee (Nuclear Security, ROK-US Relations)
이상만 (국제정치경제, 중국정치경제) Sang Man Le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Chinese Political Economy)
이수연 (노동법(인권법, 북한법)) Soo Yeon Lee (Labor Law, North Korean Law)
이형종 (북한사회문화) Hyung-Jong Lee (North Korean Social Culture)
임을출 (북한경제, 남북경제협력) Eul-Chul Lim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조진구 (일본정치, 한·일관계) Jin-Goo Cho (Japanese Politics, Korea-Japan Relations)
정재욱 (외교, 안보) Jaewook Chung (Diplomacy, National Security)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직원
행정·국제팀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조진구 연구행정실장/
일본센터장
Jin-Goo Cho

이상만 중국센터장
Sang Man Lee

임을출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Director of China Center

Eul-Chul Lim

Director of Research and General Affairs /
Director of Japan Center

Director of ICNK Center

최승혜 (연구소 회계, 행정), 서아림 (국제학술회의 및 대외교류, 한국과 국제정치), 강윤희 (국제업무, AP, 프로젝트 관리),
진영호 (도서판매, 행정업무, 단행본 발간), 유지현(국제업무, 프로젝트 관리)
Seung-Hye Choi (Administrative Officer), Alim Seo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Yuni Kang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Yeong Ho Jin (Administrative Officer), Ji Hyeon Yoo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비서실 President’s Office
정다은, 김희연
Daeun Jung (Executive Secretary), Heeyeon Kim (Executive Secretary)

전산정보화팀 Computer & IT Office
모영환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 관리), 박상준 (소식지 및 정보기기 관리), 공상호 (사이버강좌 지원)
Young Hwan Mo (Website Operator and Information Systems & Equipment Management),
Sang Jun Park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 Equipment Management), Sang Ho Kong (Cyberlecture and Technical Support)

연구지원팀 Research Office
유도일 (행정 및 학술·연구 프로젝트 관리), 조성근 (북한정치), 김단비 (국제정치), 김지혜 (국제협력)

김동엽 북핵센터장

Do Il Yoo (Administrative Officer), Sung-Geun Cho (Researcher – North Korean Studies), Dan Bi Kim (Researcher – International Politics),
Ji hye Kim (Researcher – International Cooperation)

김상범 기획홍보실장

Dong-Yub Kim

정재욱 국제협력실장
Jaewook Chung

Sang Bum Kim

관리보안팀 Maintenance and Security Office

Director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Center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or of Planning & Public Relations

이종만, 원영준, 탁춘자, 조장원, 신기철
Jong-Man Lee, Young-Jun Won, Chun-Ja Tak, Jang-Won Cho, Ki-Chul Shin

도서실 LIBRARY
박현정 (도서관 운영), 임수경 (도서관 운영), 이상혁 (도서관 운영)
Hyun Jung Park (Library Operation and Support), Su Kyung Lim (Library Operation and Support), Sang Hyeok Lee (Library Operation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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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ACTIVITIES
International Conferences
Domestic Conferences
Unification Strategy Forum

International Conferences

2021 IFES ANNUAL REPORT•국제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s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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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를 주최하였다.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공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nferences 1 : China

국제학술회의 1: 중국

3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PRC:
Mutual Prosperity, Cooperation, and Challenges

한중 국교정상화 30년: 상생, 협력 그리고 과제
일 시

2021년 3월 31일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산동대 동북아국제관계학원

장 소

평화관 대회의실 / 웨비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산동대 동북아국제관계학원은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진행사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사회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세션 1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 국교정상화 30년

Date

2021-3-31

analyzed political landscape of East Asia with US-China

Host

IFES,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of
Shandong University

relations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e seminar

Place

Conference Room / Webinar

centering on the US-China rivalry induced-landscapes of the

주제 1 미중갈등과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panels discussed major trade issues including TPP and RCEP,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Furthermore,

•발표 이영학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y analyzed and discussed the achievements from the 30-

한중국교 정상화 30주년을 앞두고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토론 박동훈 (연변대 교수)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PRC, the Institute for

year long diplomatic relations and challenges ahead, from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 2 미중갈등과 통상질서: TPP, RCEP, 한중일 FTA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and the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and China.

‘한중 국교와 30년: 상생, 협력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한반도 및 주변국 정세를 중심으로 TPP, RCEP
등 주요 통상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30년 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관점에서 분석 및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 장후이쯔 (Zhang Hui Zhi) (길림대 교수)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of Shandong University

•토론 서창배 (부경대 교수)

•발표 바이잉다 (Bi Ying Da) (산동대 교수)

•Opening Remarks Kwan-Sei Lee (Director, IFES)
•Moderator Jin-Goo Cho (Director, Research and General Affairs of IFES)
•Chairperson Sang Man Lee (Director, China Center of IFES)

•토론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ession 1 Northeast Asia Order and 3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주제 4 한중 국교정상화 3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관점에서

Topic 1 US-China Rivalry and the Korean Peninsula: Stances of Neighboring Countries
•Presenter Younghak Lee (Research Fellow,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Discussant Donghoon Park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주제 3 미중 전략경쟁 속의 한중관계: 성과, 새로운 도전 및 발전 방향

•발표 이민규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한시안동 (Han Xian Dong) (중국정법대 교수)

Topic 2 US-China Rivalry and Trade Order: TPP, RCEP, South Korea-China-Japan FTA
•Presenter Zhang Hui Zhi (Professor, Jilin University)
•Discussant Changbae Seo (Professor, Pukyong University)
Topic 3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chievements, New Challenges and Development Ways
•Presenter Min-gyu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Discussant Han Xian Dong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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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종합토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한중관계 국제학술세미나 웨비나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

Session 2 - Panel Discussion

Kwan-Sei Lee (Director, IFES)

Sang Man Lee (Director, China Center of

Jin-Goo Cho (Director, Research and General

Presenters and discussants at the International Academic

IFES)

Affairs of IFES)

Seminar (Webinar) 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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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2: 미국

International Conferences 2: USA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Biden’s North Korea Policy and ROK-U.S. Relations
Date

2021-5-14

Host

IFES,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East Asia National Resource Center,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Under the theme of “Biden’s North Korea Policy and

US relations and US-DPRK-ROK relations, the conference

prospects of ROK-US Relations,” IFES co-hosted an

provided a venue for vibrant discussions over changing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with GW Institute for

landscapes and future prospects of a variety of areas

Korean Studies & East Asia National Resource Center and

encompassing not only politics and economy, but also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ith a focus on ROK-

society.

•Opening remarks
•Moderator 		
•ROK-US relations 	

Jisoo Kim (Director, GWIKS) Kwan-Sei Lee (Director, IFES)
Yonho Kim (Associate Director, GWIKS)
 oyoung Ahn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ers H
Kathleen Stephens (President, Korea Economic Institute)

•North Korea-US relations 	Presenters Jong-cheol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Frank Jannuzi (President, Mansfield Foundation)
•Inter-Korean relations 	

Presenters Yeon-chul Kim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Celeste Arrington (Professor,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국제학술회의 웨비나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
Presenters and panelists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ebinar) on Biden’s North Korea Policy and ROK-US Relations

일 시

2021년 5월 14일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 국가자원센터

•개회사 김지수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사회

김연호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1 한미관계 	
•발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전 주미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 전 주한대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하여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 국가자원센터와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한미, 북미, 남북 관계를 세부 주제로 하여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폭넓은 분야에서의 정세변화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2 북미관계 	
•발표  이정철 (서울대 교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
3 남북관계
•발표 김연철 (인제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셀레스테 앨링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
라운드테이블 토론
청중 및 참석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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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3

International Conferences 3

북한의 도시 만화경

Urban Kaleidoscope of North Korea
Date

2021-5-26

Host

IFES

Organize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Overseas Academic Exchange Program
(Fellowship)

Sponsor

Ministry of Unification

Place

Jeongsan Hall / Webinar

T h e i n t e r n a t i o n a l a c a d e m i c c o n f e re n c e , “ U r b a n
Kaleidoscope of North Korea” provided a venue for experts
to share their views on the changing urban environment
in North Korea. The conference covered a wide variety of
topics, from Pyongyang’s history, major architecture, urban
plan and future prospects to border cities, urban typologies,
and architecture of the Kim Jong-un Era. The panelists from
six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Japan, Germany and Spain
led an in-depth, diversified discussion.

세션 1. 왼쪽에서부터 권영덕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최대식 (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Session 1. (From left to right) Young-Duk Kwon (Emeritus Fellow, The Seoul Institute),
Hyung-s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Dankook University), Kyung-Tae Min (Professor,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Chang-mo Ahn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Dae-sik Choi (Director, Land & Housing Institute)

일 시

2021년 5월 26일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 관

북한·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펠로우십)

후 원

통일부

장 소

통일관 정산홀 / 웨비나

‘북한의 도시 만화경‘ 국제학술회의는 변화하는 북한의
도시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평양의 역사와 주요 건축물, 평양의 도시

세션 2. 왼쪽에서부터 마크 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세션 3.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계획과 변화 전망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경도시, 북한의

정영철 (서강대 교수),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Session 2. (From left to right) Mark Kim (Visiting Fellow, IFES), Youngchul

Session 3. Hirai Hisashi (Visiting Fellow, IFES) and Dr. Pavel Em (Visiting

Chu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and Dr. Pavel Em (Visiting Fellow,

Fellow, IFES)

도시 유형, 최근 김정은 시대의 건축물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호주, 일본, 독일, 스페인 등(6개국) 전문가들이

IFES)

참여한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논의가 진행되었다.
세션 1. 평양과 도시계획
•사회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평양의 역사와 건축 -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평양의 도시계획과 변화전망 - 김현수 (단국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토론 권영덕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최대식 (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세션 2. 강과 북한 도시
•사회 정영철 (서강대 교수)
•발표 강이 흐르고 있다: 평양의 유동정치와 수역 - 로버트 윈스탠리-체스터 (호주국립대)
북한에서 국경도시 집적의 형성은 신화인가, 현실인가? -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토론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 마크 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세션 3. 도시국가 평양: 과거에서 미래로
•사회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발표 도시 유형 보고: 북한의 이상적인 사회의 꿈 - 필리프 메우세르 (독일 BDA 건축가)
김정은 시대의 건축물 - 제레나 프로코피레비치 (스페인 카탈루냐 국제대)
화해 후의 평양을 상상하며 - 애니 패드렛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토론 정인하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임동우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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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Pyongyang and City Planning
•Moderator Kyung-Tae Min (Professor,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Presenters The History and Architecture of Pyongyang Chang-mo Ahn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Pyongyang: Urban Planning and Prospect of Change Hyun-s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Discussants Young-Duk Kwon (Emeritus Fellow, The Seoul Institute), Dae-Sik Choi (Director, Land & Housing Institute)
Session 2. Rivers and North Korean Cities
•Moderator Youngchul Chu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Presenters A River Runs Through It: Liquid Politics and Watery Geographies in Pyongyang Dr. Robert WinstanleyChester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Formation of Trans-Border Urban Agglomeration in North Korea: Myth or
Reality? Dr. Pavel Em (Visiting Fellow, IFES)
•Discussants Chanwoo Lee (Professor, Teikyo University), Mark Kim (Visiting Fellow, IFES)
Session 3. City-State Pyongyang: From Past To Future
•Moderator Pavel Em (Visiting Fellow, IFES)
•Presenters Reporting on Urban Typologies: North Korea's Dream of an Ideal Society Philipp Meuser (Professor, Architekt
BDA, Berlin), The Contradictory Architecture of the Kim Jong-un Era Dr. Jelena Prokopljevic (International University
of Catalonia), Imagining Pyongyang After Reconciliation Annie Pedret (Professor,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s Inha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Hirai Hisashi (Visiting Fellow, IFES),
Dongwoo Yim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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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4: 일본

International Conferences 4: Japan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The Foreign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Outlook for the Korean Peninsula
Date

2021-6-8

Host

IFES

Organize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Overseas Academic Exchange Program
(Fellowship)

Sponsor

Ministry of Unification

Place

Conference Room / Webinar

1부. 미국의 대중국전략과 한반도

Amid the recent escalating US-China conflict, Part

Part 1. US Strategy for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2, Session 1 of the conference delivered analysis and
discussion on major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2021년 6월 8일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군사안보전략 중

strategy. In Session 2, panelists discussed inter-Korean

주 관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프로그램(펠로우십)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분석, 논의하였다.

relations and North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US-China

후 원

통일부

이후 2부에서는 '미중 갈등 시대의 한반도'라는 대주제에

장 소

평화관 대회의실 / 웨비나

따라 미중 갈등 속 남북관계와 북한 경제 등에 관한 토론이

일 시

confrontation.

2부 미중 갈등 시대의 한반도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사회 김연철 (인제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세션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발표 오코노기 마사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토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초빙연구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토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세션 2. 미중의 대립과 북한 경제
•발표 나까가와 마사히코(일본 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세션 2.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발표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문장렬(국방대 교수)
•토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무로오카 데쓰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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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미중 갈등과 남북관계

량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Session 2: T he Biden Administration’s Military Security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r Narushige Michishita (Professor, GRIPS, Japan)
•Discussant Dong-Yub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er Jang-ryeol Moon (Member, Presidential Policy
Planning Committee, ROK)
•D iscussants Tetsuo Murooka (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Session 1: US-China Conflict and Inter-Korean Relations
•Presenter Hisashi Hirai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Discussant Jin-Goo Cho (Associate Professor & Director of
Japan Center, IFES)
•Presenter Jong-Chul Park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 iscussant Junya Nishino (Professor & Director, Keio
University)

•발표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이즈미 하지메 (일본 도쿄국제대 특명교수),

Session 1: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P resenter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Discussants Han-kwon Kim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P resenter Won-gon Park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Discussant Izumi Hajime (Professor, 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 Liang Mehihua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Part 2.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US-China Conflict
•Moderator Kim Yeon-chul (Professor, Inje University and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이루어졌다.

1부 미국의 대중국전략과 한반도

Part 1. US Strategy for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주임조사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무라 미쯔히로(일본 ERINA 주임연구원)
총평과 종합토론
•총평 강인덕(경남대 석좌교수, 전 통일부 장관)

2부. 미중 갈등 시대의 한반도

•토론 참가자 전원

Part 2.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US-China Conflict

Session 2: The US-China Confrontation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Presenter Masahiko Nakagawa (Senior Researcher, Asian
Studies Center,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D iscussant Seogki Lee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Presenter Moon-Soo Yang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 iscussant Mitsuhiro Mimura (Senior Research Fellow,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Japan)
•S ummary Critique In-Duk Kang (Chair-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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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5: 러시아

International Conferences 5: Russia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Evaluation and Prospects on the Kim Jong Un Regime’s Economic Policy
Date

2021-6-30

Host

IFES

Organize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Overseas Academic Exchange Program
(Fellowship)

Sponsor

Ministry of Unification

Place

Conference Room / Webinar

On June 30th, 2021, the IFES hosted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in conjunction with its North Korean

Session 1
Evaluations and Prospects o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Since the Kim Jong Un Regime
•Moderator
Bong-hyeon cho (Director,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resenters
Eul-Chul Lim (Professor, IFES)
Nikolai Pereslavtsev (Researcher, Executive Editor of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 & Education)
•Discussants
Mark Kim (Visiting Fellow, IFES),
Sergey Smirnov (Program Coordinator, ADM Nevelskoy
Maritime State University)

and Unification Studies Overseas Academic Exchange

Session 2

Program. Under the theme “Evaluations and Prospects on

Evaluations and Prospects on North Korea-Russia Economic

the Kim Jong Un Regime’s Economic Policy,” conference

Cooperation Since the Kim Jong Un Regime
•Moderator

panelists discussed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and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since the Kim Jong Un
regime came to power.

Bong-hyeon cho (Director,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resenters
Young-Sik Kim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nastasiia Barannikova (Researcher, ADM Nevelskoy
Maritime State University /Fmr. IFES Fellow)

세션 1. 극동문제연구소 발표자 왼쪽부터 마크 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Session 1. (From left to right) Presenters – Mark Kim (Visiting Fellow, IFES), Eul-Chul Lim (Professor, IFES)

•Discussants

일 시

2021년 6월 30일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 관

북한·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펠로우쉽)

후 원

통일부

장 소

평화관 대회의실 / 웨비나

Jang-Ho Choi (Researcher, KIEP)
Marina Kukla (Professo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세션 1.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정책의 기조와 발전방향
•사회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
•발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니콜라이 페레슬라브체프 (러시아 ADM 네벨스코이
해양주립대 해양과학&교육 아태저널 편집장/연구원)
•토론 마크 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세르게이 스미르노프 (러시아 ADM 네벨스코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펠로우십)의 사업 일환으로 2021년 6월 30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 출신의

해양주립대학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세션 2. 김정은 집권 이후 북·러 경제협력 기조와 발전방향
•사회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
•발표 김영식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평가와

아나스타샤 바란니코바 (러시아 ADM 네벨스코이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경제정책과

해양주립대 연구원, 前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북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빙연구위원)
•토론 최
 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마리나 쿠클라 (러시아 극동연방대 한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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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정책의 기조와 발전방향 웨비나

세션 2. 김정은 집권 이후 북·러 경제협력 기조와 발전방향

Session 1. Discussion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Session 2. Discussion of North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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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6: 중국

International Conferences 6: China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The State of Affair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Date

2021-7-15

Host

IFES

Organize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Overseas Academic Exchange Program
(Fellowship)

Sponsor

Ministry of Unification

Place

Conference Room / Webinar

On July 15th, 2021, IFES hosted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ith experts and fellows from China to review
the RO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Panelists
discussed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US-China
세션 1.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와 한반도

relations and each country's policy toward the other,

Session 1. Changes i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ed how the future changes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impact the

세션 1.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와 한반도

일 시

2021년 7월 15일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 관

북한·통일학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펠로우십)

미국의 대중전략 평가/전망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후 원

통일부

중국의 대미전략 평가/전망 - 주펑 (중국 남경대 국제관계학원장)

장 소

평화관 대회의실 / 웨비나

•사회 신정승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 전 주중대사)
•발표 미
 중전략경쟁의 변화와 전망 - 김흥규(아주대 미중연구소 소장)

•토론 신챵 (복단대 미국연구소 부소장/교수)

Korean Peninsula. Participants also discussed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as directions for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and explored ways to bolster
cooperation.

청샤오허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미중경쟁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세션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속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사회 닝푸쿠이 (전 주한대사)

위해 2021년 7월 15일 중국 출신의 전문가 및 펠로우십
중국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미중 양국의 대중, 대미 전략에 대한

•발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과 전망 - 이정철 (서울대 교수)
북중관계 변화가 남북/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시안동 (Han Xian Dong) (중국정법대 교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과 전망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평가와 전망, 양국의 전략 경쟁 변화가 향후 한반도에 미칠

•토론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한반도센터 주임)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대북정책, 남북관계, 나아가 미중 경쟁시기 한중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세션 3. 미중경쟁시기 한중관계 발전방향 모색
•사회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중국센터장)

세션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토론 회의 참가자 전원 및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Session 2.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the Korean

초빙연구위원 중국학자 (우약영/서천/량미화/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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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Session 1 Changes i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Moderator Jung-Seung Shin (Director of Center for
Eastasian Studies, Former Ambassador to PRC)
•Presentations/Presenters Changes and Prospects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 Heung-Kyu Kim (Director,
US-China Policy Institute, Ajou University)
Evaluations/Prospects of US’ China Policy – Hyun-Wook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Evaluations/Prospects of China’s US Policy – Feng ZHU
(D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Nanjing
University)
•Discussants Xin Qiang (Deputy Director, Center for
American Studies, Fudan University)
Cheng Xiaohe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enmin University of China)
Nam Ju Lee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Session 2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Moderator Ning Fukui (Former Ambassador to ROK)
•Presentations/Presenters Conditions and Prospects of
the Improvement in US-North Korea Relations and Its
Future Prospects – Jung Chul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acts of Change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on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Relations – Han Xian Dong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onditions and Prospects of the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 Li N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American Studies)
•Discussants Gong Keyu (Deputy Director, Center for
Asian-Pacific Studies,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of China)
Byung Kwang Park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Moo-Jin Yang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ssion 3 Exploring Development Ways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Moderator Sang Man Lee (Professor and Director, China
Center of IFES)
•Discussants All participants and IFES Visiting Fellows from
China (Ruoying Yu, Xu Qian, Liang Meihua, and Niu X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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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7: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KGFP)

International Conferences 7: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Northeast Asia to tackle in the context of their economic

Date

2021-8-31

Organizer

Ministry of Unification (Section Organizer: IFES)

Plac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Head
Office Building / Webinar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S seeks to confront China
by giving priority to working with allies while upholding

interdependence.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Presentation/Presenter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a Conflict
Transformation Tool: Transboundary Collaboration
Projects in Europ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the valu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human rights, and

Peninsula

security. Considering their high economic interaction with

Ewa Motylinska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China, both South Korea and Japan face difficult choices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North

in their strategic foreign policies toward the US and China.

Korean Nuclear Issues, and Japan’s Role
Hisashi Hirai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In this session of the KGFP 2021, panelists examined how
South Korea, Japan, and China can cooperate to help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both a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ssue -- as well as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emerging as important transnational problems for actors in

•Discussant
Pavel P. Em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Jin-Goo Cho (Assistant Professor, IFES)
Meihua Liang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Byong-Chul Lee (Assistant Professor, IFES)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KGFP 2021 발표자와 토론자
Presenters and Panelist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KGFP 2021

일 시

2021년 8월 31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미중

주 최

통일부 (세션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어려운 상황에

장 소

전경련회관 / 웨비나

직면해 있다. 이 세션에서는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안보문제의 현안인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적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과 달리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상호의존에 수반하여 국경을 초월한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안전보장문제 이외에 환경, 인권 등의 가치를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내세우면서 중국과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이관세

이병철

조진구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Kwan-Sei Lee

Byong-Chul Lee

Jin-Goo Cho

Hisashi Hirai

(Director, IFES)

(Professor, IFES)

(Professor, IFES)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에바 모틸리스카

엄빠벨

량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Ewa Motylinska

Pavel P. Em

Meihua Liang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IFES, Visiting Research Fellow)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좌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갈등전환도구로서 환경협력: 유럽 내 국가 간 협업사업 및 한반 도의 함의 - 에바 모틸리스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핵문제, 그리고 일본의 역할 -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토론 엄
 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량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022

023

International Conferences

2021 IFES ANNUAL REPORT•국제학술회의

웨비나 영상보기

Watch the Webinar Video

국제학술회의 8

International Conferences 8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North Korea's Past Decade under Kim Jong-un's Rule and
What the Future Holds
Date

2021-11-2

Welcoming Remarks – Kwan Sei Lee (Director, IFES)
Opening Remarks – Christian Taaks (Head, FNF Korea Office)

Hos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FNF)

Place

Conference Room / Webinar

Session 1.
Evaluation and Outlook of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Panel chair Kwan Sei Lee (Director, IFES)
The Change of the Ideology and the Grand Strategy in the Kim
Jong-un Era
•Presenter: Kyungmo Ahn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iscussant: Hirai Hisashi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From ‘Military First’ to ‘People First’: An Evaluation and
Prospect of North Korea’s ‘Normal’ State Strategy
•Presenter: Il-Han Kim (Researcher, Dongguk University
DMZ Peace Center)
•Discussant: Eul-Chul Lim (Professor, IFES)
An Assessment of North Korea’s Strategy of Social Control:
‘Stimulation of Desire’ vs. ‘Ideological and Cultural Censorship’
•Presenter: Young-Sun Jeon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Discussant: Youngchul Chu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o assess North Korean regime’s internal stability
including its durability and the leadership of supreme
l e a d e r, e x p e r t s c a r r i e d o u t a c o m p r e h e n s i v e
evaluation on the ten years of Kim Jong-un regime
with two categories of politics·economy·society and
제1세션 김정은 집권 10년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평가와 전망

military·foreign affairs. Experts also had a meaningful

Session 1. Evaluation and Outlook of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discussion to suggest directions of unification·North

일 시

2021년 11월 2일

북한 체제 내구력과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등 체제 내부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분야와 군사 및 대외

장 소

평화관 대회의실 / 웨비나

관계 두 분야로 나누어 각 전문가들이 김정은 정권의 10년을

Korean policy for the next ROK administration.

종합평가하였으며, 차기 한국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개회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환영사 크리스찬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제2세션 김정은 집권 10년의 군사 및 대외관계 평가와 전망
북한의 군사력 및 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1세션 김정은 집권 10년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평가와 전망

•발표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토론 황일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국가전략

김정은 집권 시기 북중관계의 평가와 전망

•발표 안경모 (국방대 부교수)

•발표 신봉섭 (광운대 초빙교수)

•토론 히사시 히라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토론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전략 평가와 전망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10년: 연속과 단절의 2중주

•발표 김일한 (동국대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
•토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의 사회문화 통제전략 평가: ‘욕망의 창출’ 대 ‘사상문화 검열’
•발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토론 정영철 (서강대 교수)

•발표 박원곤 (이화여대 부교수)
•토론 정계영 (푸단대 교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10년 평가와 전망
•발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토론 김형석 (대진대 교수)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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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김정은 집권 10년의 군사 및 대외관계 평가와 전망
Session 2. DPRK Military, Foreign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Session 2.
DPRK Military, Foreign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Panel chair: Kwan Sei Lee (Director, IFES)
Changes in the KPA’s Military Power and Role: Evaluation and
Prospects
•Presenter: Cheol-wun Ja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cussant: Ildo Hwang (Assistant Professor, IFANS,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
North Korea-China Relations during Kim Jong-un’s Presidency:
Evaluation and Prospects
•Presenter: Bong Sup Shin (Visiting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Discussant: Sang-Man Lee (Professor, IF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under Kim
Jung Un’s ten years: a Duet of Continuity and Disruption
•Presenter: Won Gon Park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Discussant: Zheng Jiyo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ʼs South Korea Policy and Its Future Prospects
•Presenter: Seong-Chang Cheong (Director, the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The Sejo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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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9: 경남대(한국), 소카대(일본), 중국문화대학(대만) 공동 주최

2021 평화포럼 -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 수립

(왼쪽부터) 정재욱 교수, 유영수 교수(북한대학원대), 박정진 부총장, 이병철 교수, 문미리 교수
(From left to right) Jaewook Chung (Professor, IFES), Young Soo Yu (Professor, UNKS), Jeong Jin Park (Vice President of Seoul Campus, Kyungnam
University), Byong-Chul Lee (Professor, IFES), Miri Moon (Professor, IFES)

일

시

2021년 12월 10일

활성화 및 3개국 간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주

최

경남대(한국), 소카대(일본), 중국문화대학(대만)

돌아가며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22년에는 경남대

주

관

중국문화대학(대만)

주관으로 3개 대학 공동 국제학술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장

소

대회의실 / 웨비나(MS-Teams)

경남대(한국), 소카대(일본), 중국문화대학(대만) 공동으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
수립’을 주제로 2021 평화포럼(Peace Forum)을 개최했다.
박정진 경남대 서울부총장은 개회사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해 영향을 주는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 협력이
혼재되어 여러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한 시기에 열리는 이 회의는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국제학술회의는 중국문화대학
주관으로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 수립(Building
a Better East Asian World Order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이라는 주제 하에 ‘대만의 관점’, ‘일본의 관점’,
‘한국의 관점’ 총 세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남대(한국),
소카대(일본), 중국문화대학(대만)은 동아시아 평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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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9: Kyungnam University (Korea), Soka University (Japan),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Peace Forum 2021 - Building a Better East Asian World Order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Date

2021-12-10

Host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Organizer

Kyungnam University (Korea),
Soka University (Japan),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Place

Conference Room / Webinar(MS-Teams)

Kyunganm University (ROK), Soka University (Japan),
and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jointly held
their annual international “Peace Forum” (conference/
webinar). Organized by Chinese Culture University, the
webinar consisted of three sessions that provided insightful
perspectives from Taiwan, Japan, and Korea, all centered on
the conference’s overarching theme of “Building a Better
East Asian World Order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박정진 (경남대 서울부총장) 개회사
Opening Remarks Jeong Jin Park (Vice President of Seoul Campus,
Kyungnam University)

제2회의 일본의 관점
•사회 타마이 히데키 (소카대 교수)
•발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세계 보건 개선 공헌에 대한 교훈 사사키 사토시 (소카대 교수)
•토론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왕슈인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제3회의 한국의 관점
•사회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발표 미중 경쟁의 위험과 기회: 한국의 관점에서 -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한센 울브(소카대 교수) 첸완지운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Opening Ceremony
•Greeting from the host Wang Shu-Yin (Vice President,
Chinese Culture University)
•Opening Remarks Yoshihisa Baba (President, Soka
University)
•Opening Remarks Jeong Jin Park (Vice President of Seoul
Campus, Kyungnam University)
•Keynote Speech “Testing Time for Asia: Great-Power
Competi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Philip Yang (Former Secretary-General, National Security
Council; Adjunct Professor, National Taiwan University)
Session I Perspective from Taiwan
•Moderator Chao Chien-min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Presenter “Hegemonic Rivalry and East Asian Order:
Revisiting Robert Gilpin's Theory of Hegemonic War”
Lin Hsuan-Hsiang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Discussants Lenz Hartmut (Professor, Soka University)
Jaewook Chung (Professor, IFES)

개회식
•개회인사 왕슈인 (중국문화대학(대만) 부총장)
•개회사 바바 요시히사 (소카대 총장)
•개회사 박정진 (경남대 서울부총장)
•기조연설 아시아를 위한 시험의 시간: 강대국경쟁과 경제통합 양필립 (전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 국립타이완대 겸임교수)
제1회의 대만의 관점
•사회 자오젠민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발표 패권 경쟁과 동아시아 질서: Robert Gilpin의 패권전쟁이론
재검토 - 린수안샹 (중국문화대학(대만) 교수)
•토론 하루트무트 렌츠 (소카대 교수)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The Peace Forum has been convened every year since 2017
on a rotational basis among the three universities,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peace studies and academic exchan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s the scheduled organizer for
next year’s event, Kyungnam University looks forward to
hosting the forum in 2022.

개회식 Opening Ceremony

Session II Perspective from Japan
•Moderator Tamai Hideki (Professor, Soka University)
•Presenter “Lessons from Response to COVID-19 in Japan
and Contribution to Improving Global Health”
Sasaki Satoshi (Professor, Soka University)
•Discussants Jung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ang Shun-Wen (Associate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Session III Perspective from Korea
•Moderator Miri Moon (Professor, IFES)
•Presenter “The Perils and Opportunities of Competitions
between U.S. and China: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Byong-Chul Lee (Professor, IFES)
•Discussants Chen Wan-Jiun (Professor, Chinese Culture
University) Hanssen Ulv (Associate Professor, Sok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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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10: 미국

한·미 평화통일포럼 -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

(왼쪽부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권영경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From left to right) Moo Jin Yang (Vice-President, UNKS), Young-Kyung Kwon (Director, Economy/Science Division Committee at PUAC), Kwan sei Lee
(Director, IFES), Seok-hyun Lee (Executive Vice-chairperson, PUAC), Kichan Bae (Secretary General, PUAC), Jung-Chul Lee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Hwa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일 시

2021년 12월 10일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 소

한국 스위스그랜드호텔 / 웨비나(Youtube)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대주제로 진행하는
한·미 평화통일포럼은 한반도 정세, 북한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하는
제1세션에는 한·미 전문가 4명이 참여해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이어 권영경 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장이 ‘북한 경제
상황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담당 특사와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했다.
제2세션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배기찬 전 평통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제니
타운 38North 선임연구원 겸 소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방안’에 대해,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
겸 이사장이‘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 관계’에 대해 각각
028

발제했다. 토론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과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포럼은
온-오프라인 연계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세션 1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제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북한 경제 상황 변화 가능성 - 권영경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 위원장)
•토론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담당 특사)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세션 2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 동맹
•사회 배기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발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방안 - 제니 타운 (38 North
선임연구원 겸 소장)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관계 -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 겸 이사장)
•토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International Conference 10: USA

ROK-U.S. Joint Peace and Unification Forum -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Peace Regime Date

2021-12-10

Hos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IFES),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PUAC)

Place

The Swiss Grand Hotel / Webinar(Youtube)

Under the theme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Peace Regime,” ROKUS Joint Peace and Unification Forum served as a venue to
discuss the Korean peninsula and possibility of changes in
North Korea and suggest directions for ROK-US re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oderated by Kwan sei Lee (Director, IFES,) Session I had
four experts on ROK-US relations and discussed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North Korea.” The presentations
included Jung-Chul Lee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Strategic Responses,” and then Young-Kyung Kwon
(Director, Economy/Science Division Committee at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s The Possibility of Economic
Change in North Korea. Joseph DeTrani (Former U.S. special
envoy for the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and Yonho
Kim (Associate Director, George Washington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presided over the discussion. Session II
was moderated by Kichan Bae (Secretary General,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under the them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K-U.S. Alliance.”
The presentations included Jenny Town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Stimson’s 38 North)’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rovement of the U.S.-DPRK
Relationship” and Frank Jannuzi (President and CEO of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s “Stabiliz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U.S.
Relations.”
Moo Jin Yang (Vice-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Yong-Hwa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presided over the discussion.
The Forum was held in a hybrid format (in-person and
online,) and provide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Kor-Eng)
via YouTube.

Keynote speech
•An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ok-hyun Lee Executive Vicechairperson,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Chairperson:President Moon Jae-in)
Session I: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North Korea
•Moderator Kwan sei Lee (Director, IFES)
•Presenter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Strategic Responses Jung-Chul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ssibility of Economic Change in North Korea
Young-Kyung Kwon (Director, Economy/Science Division
Committee at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Discussion Joseph DeTrani (Former U.S. special envoy for
the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Yonho Kim (Associate Director, George Washington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ssion II: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K-U.S. Alliance
•Moderator Kichan Bae (Secretary General,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resente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rovement of the U.S.-DPRK Relationship Jenny Town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Stimson’s 38 North)
Stabiliz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U.S. Relations Frank Jannuzi (President and CEO of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Discussion Moo Jin Yang (Vice-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ong-Hwa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한·미 평화통일포럼 웨비나 회의 참석자들
Online participants of ROK-US Joint Peace and Unific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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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Conferences

북한 8차 노동당대회 및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
핵심 성과 및 2021 북한 전망

The 8th Party Congress and 4th Session of the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Key Outcomes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 in 2021

일 시

2021년 2월 4일

Date

2021-2-4

장 소

평화관 대회의실 / 웨비나

Place

Conference Room / Webinar

2015년 최초 MOU를 체결한 이래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Since the first MOU was signed in 2017, The Embassy

정기적으로 다른 주한 대사관들과 함께 북한의 정치, 경제,

of Canada in Seoul has convened closed-door interactive discussions with IFES to allow for in-depth

군사, 남북관계, 동북아 및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한 비공개

examination of current affairs of interest to the foreign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embassies in Korea -- particularly on matters pertaining

강화하기로 하였다. MOU 갱신체결에 이어 14개 대사관의

to North Korea's economy and military, inter-Korean

한반도 담당 책임자들의 참여하에 북한의 8차 당 대회 내용을

relations, and the shifting regional order. IFES and the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Canadian embassy renewed their MOU in February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와

왼쪽에서부터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and convened their 12th interactive discussion, with

주한 캐나다 대사관(대사 마이클 대나허) MOU 갱신 채결

박재규 경남대 총장

participants representing 14 different embassies in

(From left to right)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Michael Danagher (Ambassador to Korea of

IFES (Director, Kwan-Sei Lee)-Embassy of Canada to Korea(Ambassador,
Michael Danagher) MOU renewal

attendance.

Canada), Jae Kyu Park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Restart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Implications for Policy

북한과의 협상 재개:
북한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일 시

Date

2021년 10월 26일

2021-10-26

North Korea, including the recent sessio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personnel changes in the State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of Kyungnam

Affairs Commission, North Korea’s recent ballistic missile

2021년 10월 26일(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제

University and the Embassy of Canada to the ROK held

tests and ongoing conventional weapons development, as

13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주한캐나다대사관 공동

an interactive discussion on North Korea on Tuesday, 26

well as effort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lay the

라운드 테이블(비공개)을 개최했다. “북한과의 협상 재개:

October 2021 at the Canadian embassy.

foundation for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theme “Restart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provide humanitarian support to the North, and persuade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Implications

North Korea to resume inter-Korean exchanges and

북한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통일부와 경남대

030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진과 다양한 대사관이 참여하여

더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 북한에 대한

for Policy,” participants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denuclearization talks.

북한최고인민회의, 내각구성변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인도주의적 지원, 남북교류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IFES, and the various foreign embassies in Seoul shared

This closed-door event was the 13th such interactive

발사 및 무기 개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정부의 노력 등에 관해 의견을 공유했다.

their views and questions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discussion co-organized by the Canadian embassy and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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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북한 빅데이터 분석 및 해설을 위한 학제간 연구

Joint Conference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Big
Data on North Korea
Date

2021-12-3 ~ 12-4

Hos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Spon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Convergence Research - Phase 4 of the
BK21 Program “Facilitating Language
Specialist in the Era of Deep Learning”

Place

Korea University / Webinar

Language and information is a valuable window to
understand a society. The IF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Korea University) co-hosted

개회식 Opening Ceremony

a conference focused on analyzing big data on North Korea.
The conference served to introduce the North Korean studies
일 시

2021년 12월 3일 ~ 12월 4일

주 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후 원
장 소

고려대 문과대학 융합연구 지원사업 4단계 BK21
딥러닝 시대의 전문언어인력 양성 사업팀
고려대학교 / 웨비나

12월 3일(금)

and the facilitate relat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eas

•사회자 박현아 (고려대 언어학과)

such as media, medicine, agriculture, livestock breeding,

•노동신문의 딥러닝 기반 분석 –

history, digital technology, and business including the

송상헌, 이규민 (고려대 언어학과)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esentations were delivered

•북한 연구 동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 –

by experts from diverse fields in order to gain insight on the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성태 (고려대 언어학과)

changes taking place in North Korean society

•북한 농축산물 유통 – 조충희 (굿파머스)
•북한에 관한 외신보도분석 –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언어정보는 한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창구이다. 북한의 언어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북한 관련 언론, 의료, 농축산,
개념사, 디지털 기술, 개성공단과 기업 부문 등 북한학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북한 사회변동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December 3rd (Fri)
•Moderator Hyun-ah Park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Deep Learning Based Analysis on Rodong Shinmun” Sang Heon Song, Kyu Min Lee (Linguistics, Korea Univeristy)
•“Time Series Analysis on Trends in North Korean Studies“ Hyung-Jong Lee (IFES), Seong Tae Kim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in North
Korea” -Choonghee Cho (Good Farmers)
•“Analysis on Foreign Media Coverage on North Korea” Miri Moon (IFES)
•“Changes in the concept of unification in North Korea”
- So Hye Park (The Simyeon Institue for North Korean
Studies)
•Special Invited Lecture “Digital North Korea” Jeong Jin Park (Vice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December 4th (Sat)
•Moderator: Kyung Min Kim (BK21 Linguistics Education
Team, Korea University)
•Special Lecture “Data Ethics and AI Bias Issue” - Soon
Yong Byun (Dept. Eth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isty of Education)
•Invited Lecture “Inter-Korean Medical Cooperation for a
healthy Korean Peninsula” - Young Hoon Kim (Vice Dean,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outh Korean Media’s Fake news over North Korea” Hyun Kyung Kim (Managing Director, MBC Unification
Broadcast Center)
•“Impacts of Join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Business
Productivity” – Hongsik Lee (Economics, Korea University)

•북한의 통일 개념 변화 – 박소혜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초청특강 디지털 북한 – 박정진 (경남대 부총장)
12월 4일(토)
•사회자 김경민 (고려대 BK21 언어학교육팀)
•기획특강 데이터 윤리와 AI 편향성 문제 –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초청강연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의료 협력 –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남한언론의 북한 관련 가짜 뉴스 사례 –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개성공단 참여가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032

박정진 (경남대 부총장) 초청 특강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Special Invited Lecture - Jeong Jin Park (Vice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Hyung-Jong Lee (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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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Strategy Foru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통일전략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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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forums have been held and corresponding reports issued.

통일전략포럼은 대북 정책 입안 및 실행을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 전문가 및
전·현직 공무원, 언론인 등의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8차례의 포럼이 개최
되었으며 관련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1세션

2세션

The 68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Evaluation and Prospect of the 8th Party Congress in North Korea

제68차 통일전략포럼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
일 시

2021년 1월 14일

장 소

평화관 대회의실 / 웨비나

제1회의
•주제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ㆍ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정치 세션

202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친필

•북한의 통치사상, 권력구조 - 정영철 (서강대 교수)

서한으로 대체하고 1월 5일 열린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체제 안정성 - 사카이 다카시 (前 일본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1961년 열린 제4차 당 대회와 함께 역대 2번째로 긴
회기를 기록한만큼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분석, 평가할 수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
대외 세션
•북한의 대미정책 기조와 전략 -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있었던 자리였다.

대남 세션

이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21년 1월 14일 '제8차 당

•북한의 대남정책 -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대회 평가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68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8차
당 대회 결과를 토대로 북한 경제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과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통일전략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
 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
박원곤 (한동대 교수), 안경모 (국방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제2회의
•주제 제8차 당 대회와 경제 분야 종합평가 및 전망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경제 세션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 평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특징과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쟁점과 과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제1회의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ㆍ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토론

Main Session 1 - Evaluation and Prospect of Political and Military Stability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교수)

of the North Korean System after the 8th Party Congress

034

Date

2021-1-14

Place

Conference Room / Webinar

In 2021,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Kim Jong-Un
replaced his new year’s remarks with a hand written letter
and delivered a policy speech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hich was held on January 5th. The
8th Party Congress was an opportunity to catch a glimpse
of North Korea’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s it was held
for 8 days from January 5th to 12th, which was the secondlongest plenary - second only to 1961’s 4th Congress.
Hence, IFES held the 68th Unification Strategy Forum with
the theme of “Evaluation and Prospect of the 8th Party
Congress in North Korea, on January 14th, 2021. Based on

Main Session 1
•Title Evaluation and Prospect of Political and Military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after the 8th Party Congress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Politics Session
•Governing Ideology and Power Structure of North Korea Youngchul Chu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Kim Jong-Un’s Leadership and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 Sakai Takahashi (Former Supervisory Chief Investigator, Second
Intelligence Department,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 of
Japan)

the results from the 8th Party Congresss, panelists carried
out in-depth analysis and vigorous discussions about the
North Korean economy.

제2회의 제8차 당 대회와 경제 분야 종합평가 및 전망
Main Session 2 - The 8th Party Congress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Discussion
•Chang-Hyung Jung (Director, Korean Peace and Economy
Institute), Gap-Sik Kim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on Gon Park (Professor, Handong
University), Jin-Goo Cho (Professor, IFES), Jung Chul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Main Session 2
•Title The 8th Party Congress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IFES)

Foreign Policy Session
•North Korea’s US Policy and Strategy – Ji Hwan Hwa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Sophistication of Nuclear·Missile Capacity and Modernization
of Conventional Weapons of North Korea – Dong-Yub Kim
(Professor, IFES)

Economy Session
•Evaluations on New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 Eul-Chul Lim (Professor, IFES)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
Moon-Soo Yang (Vice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ctoral Issues and Challenges to Solve Economic Challenges –
Younghoon Lee (Senior Economist, SK Research Institute for SUPEX
Management)

South Korea Policy Session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 Hirai Hisashi (Contributing
Editorial Writer, Kyodo News)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 Moo-Jin Yang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scussion
•Young-Hee Kim (Research Fellow, Industrial Bank of Korea), Sang
Jun Le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elements), Seok-Ki Lee (Research Fellow, Industrial Bank of
Korea), Chanwoo Lee (Associate Professor, Teiky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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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Journal
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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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published in 1985, Korea and World Politics is a quarterly journal that provides scholars the opportunity to expand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미·중·러·일 등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their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world politic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ssues involving Korea. Through such
contributions, the journal seeks to fulfill a more practical role in resolving the conflicts that entangle the Korean Peninsula.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제37권 제1호(봄)

제37권 제2호(여름)
발행일 2021. 3. 31

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오현진(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2.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국가 자긍심: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길정아(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3. 당파적 태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배진석(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4. 코로나19 위기 속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박선경(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제37권 제3호(가을)
발행일 2021. 6. 30

1.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공민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2. 신냉전 시대 북극해 딜레마: 국제체제적 분석과 전망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3.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91-151
김상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기획홍보실장)
4. 아베 정권기 개헌 실패의 분석: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개헌 프레임의 모순을 중심으로
김성조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김희강(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 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박선경(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김정(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5.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6. 중국의 데이터 자원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 변화
이인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

제37권 제4호(겨울)
발행일 2021. 9. 30

1. 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모델은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 정부형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한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2. 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신욱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3.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이재원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4.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정부 과거사 사죄에 관한
미국 국민의 정치인식
장기영 (경기대 국제학과 조교수)
5. 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중국몽(中國夢) 실현 과정 속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서정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발행일 2021. 12. 31
1. 해방 후 단군 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군 민족주의의 약화와 국수주의의 확산
전재호 (서강대)
2. 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
김재학 (연세대)·김성현 (연세대)·배종윤 (연세대)
3.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임기훈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
4.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분석: ‘제재의
정치’와 북한의 미래
안경모 (국방대)
5.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동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연구: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남보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7.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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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주제를 주로 다루는

Asian Perspective applies an Asian lens to world and comparative politics. With its vital contemporary focus, this peer-reviewed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5년에는 해외 선진 학문의

journal probes the regional,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issues that affect Asia today. The journal is published quarterly by

국내 수입과 국내 연구의 해외전파를 위해 미국의 포틀랜드주립대와
공동출판협정을 맺었고, 1998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
사회 과학 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2 0 0 8 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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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논문이용색인(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등재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으며, 2019년부터는 새로운

Editorial Members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FOUNDER Jae Kyu Park (Kyungnam University)

있다.

•EDITOR-IN-CHIEF Carla P. Freeman (Johns Hopkins SAIS)
•SENIOR EDITOR Mel Gurtov (Portland State University)
•MANAGING EDITOR Dean J. Ouellette (Kyungnam University)
•BOOK REVIEW EDITOR Walter C. Clemens Jr (Boston University)
•ASSISTANT EDITOR Naomi Garcia (St. Mary’s College of Maryland)
EDITOR-IN-CHIEF
Carla P. Freeman
(Johns Hopkins SAIS)

편집위원
•설립자

박재규 (경남대)

•편집장

칼라 프리먼 (미국 존스홉킨스대)

•수석 편집위원

멜빈 커토브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편집 국장

딘 울렛 (경남대)

•편집 위원회 	딘 울렛 (경남대)
아미타 바트라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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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C. 클레멘스 주니어 (미국 보스톤대)

Philip Park (Kyungnam University),
Yul Sohn (Yonsei University),

사무엘 S. 김 (미국 콜럼비아대)

이채진 (미국 클레이몬트 매케나 컬리지)

김정 (북한대학원대)

이수훈 (경남대 명예교수)

첸취퀵 (말레이시아 국립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류석진 (서강대)

마크 셀든 (미국 코넬대)

나오미 가르시아 (메릴랜드의 세인트 메리 대학교)

Seok-Jin Lew (Sogang University),
Kun Young Park (Catholic University),

피터 헤이즈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편집 간사	브리짓 브런크 (미국 존스홉킨스대)
•서평 편집

Jung Ki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Cheng-Chwee Kuik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켄트 칼더 (미국 존스홉킨스대)

곽태환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피차몬 여판동 (호주 국방참모대)
•편집 조수

숀 브레슬린 (영국 워릭대)

정재호 (서울대)

손열 (연세대)

Jean-Marc F. Blanchard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Jong Kun Choi (Yonsei University),
Jae-Ho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üdiger Frank (University of Vienna),

고병철 (미국 일리노이대)

박후건 (경남대)

Dean J. Ouellette (Kyungnam University),
Amita Batra (Jawaharlal Nehru University),

편집 자문위원

장 마크블랜차드 (중국 화동사범대)

박건영 (가톨릭대)

•EDITORIAL COMMITTEE

세르게이 세바스티노프 (러시아 극동연방대)
데이비드 샴보우 (미국 조지워싱턴대)
션딩리 (중국 푸단대)
송민순 (전 북한대학원대)
리차드 P. 슈트 마이어 (미국 오리건대)

스펜스 스타인박 (북한대학원대)

피터 반 네스 (호주 국립대)

월터시 클레멘스 주니어

달리 양 (미국 시카고대)

Pichamon Yeophantong (UNSW Canberra - 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
•ASSISTANTS TO THE EDITORS
Bridgette Brunk (Johns Hopkins SAIS),
Spencer Steinbach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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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

Academic Journal

2021 IFES ANNUAL REPORT•학술지

Asian Perspective
Vol.45, No.1

Asian Perspective
Vol.45, No.2
Date 2021.3.1

Special Issue on US-China Relations in Crisi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Mel Gurtov
The Breakdown in US-China Relation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strangement of USChina Relations Dali L. Yang
•The Crisis in US-China Bilateral Security Relations

Christopher Yung
•The Economic Security Dilemma in US-China Relations
David J. Bulman
•Non-Traditional Security and China-US Relations Zha
Daojiong
•US-China Relations and Human Rights: The Xinjiang Case
Mel Gurtov
Assessing China’s Challenge to US Leadership
•US-China Relations and Remaking Global Governance:
From Stalemate and Progress to Crisis to Resolutions

Gregory T. Chin
•Homework for Beijing: Five Hurdles on China’s Path to
Becoming a “Responsible Great Power” Jae Ho Chung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Changes on China and
Their Destructive Ramifications for US-China Relations
Zhu Feng
US-China Relations Through Others’ Eyes
•US-China Geoeconomic Tensions: Implications for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Garth L. le Pere
•The Twin Chessboards of US-China Rivalry: Impact on the
Geostrategic Supply and Demand in Post-Pandemic Asia

Cheng-Chwee Kuik
•Divided but Not Poles Apart: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the Rise of China Shaun Breslin
•The Risks to Latin America from the Breakdown of USChina Relations Claudia Trevisan
Lessons for the Road Ahead
•The Rise and Fall of the US-China Health Relationship

Deborah Seligsohn
•US-China Higher Education Links in Crisis:
Behind the Curtain of Suspicion
Madelyn Ross
•Ethical Operational Codes and Dealing with China
David M. Lamp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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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erspective
Vol.45, No.3
Date 2021.6.1

Special Issue on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Cheng-Chwee Kuik, guest editor
•Dedicated to the memory of Dr. Aileen S. P. Baviera
(1959–202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symmetry and Authority: Theorizing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Cheng-Chwee Kuik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the BRI (Part I)
•The Philippines’ Shifting Engagement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Politics of Duterte’s Legitimation

Aileen S. P. Baviera and Aries A. Arugay
•Explaining Myanmar’s Response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Disengagement to Embrace
Lee Jones and Khin Ma Ma Myo
•Explaining Indonesia’s Constrained Engagement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alancing Developmentalism
against Nationalism and Islamism Ardhitya Eduard Yeremia
•Thailand’s Engagement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Strong Will, Slow Implementation
Pongkwan Sawasdipakdi
•Cambodia’s Embrace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Managing Asymmetries, Maximizing Authority
Vannarith Chheang
•Brunei’s Response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Embracing Asymmetry, Enhancing Authority
Ithrana Lawrence
•Malaysia’s Fluctuating Engagement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Leveraging Asymmetry, Legitimizing
Authority Cheng-Chwee Kuik
Economic Development in Asia
•Understanding Success and Failure in Establishing New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he SCO Development
Bank, the NDB, and the AIIB Bas Hooijmaaijers
Book Review Essay
•Will China Lead Humanity into an “Asian” Future?

Walter C. Clemens, Jr.

Asian Perspective
Vol.45, No.4
Date 2021.9.1

Special Section on Strategic Communications and Regional
Dynamics in the Asia Pacific
•Regional Communicative Dyna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Chiyuki Aoi and Yee-Kuang Heng
•No Consensus Across the Strait: Chinese and Taiwanese
Strategic Communications in a Contested Regional Order
Aurelio Insisa
•Japan-China Strategic Communications Dynamics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Case of “Third Country
Business Cooperation”
Naoko Eto
•Russian Strategic Communications toward Japan:
A More Benign Model of Influence?
James D. J. Brown
•Australia and Aotearoa New Zealand’s Layering of
Strategic Communications (2016–2020)
Corey Wallace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An “East Asian” Public Diplomacy? Lessons from Japan,
South Korea, and China

Nissim Otmazgin
Politics and Democracy in China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of Chinese Villages:
A Case Study of Rightful Resistance in Northwest China

Guo Pengpeng, René Trappel, and Han Guoming
Book Review Essay
•Grand Illusions and Delusions

Walter C. Clemens Jr.

Date 2021.12.1
Special Issue on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the BRI (Part II)
•Vietnam’s Cautious Response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Imperatives of Domestic Legitimation

Sy Thanh Pham and Alice D. Ba
•Singapore’s Forward Engagement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Coping with Asymmetry, Consolidating Authority

Irene Chan
•Laos’s Enthusiastic Embrace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Cheng-Chwee Kuik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Connecting Northeast Asia: Renewable Energy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Cesare M. Scartozzi, Roberto Orsi, Maximilian Ernst, and
Henry Martin
China
•China’s Space Power Strategy in the New Era

He Qisong
Politics and Economy – East Asia
•National Prid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Gidong Kim and Jae Mook Lee
•Norm Noncompliance and Norm Diffusion: Free Trade
Norms among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China

Nie Wenjuan
Commentary
•Problems and Benefits of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for Local People in Pakistan: A Critical
Review
Shakir Ullah, Usman Khan, Khalil Ur Rahman and Aman
Ullah
Book Review Essay
•Realism and Idealism in Ancient India and Today’s World

Walter C. Clemens,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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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북한연구 시리즈 57

North Korea Studies Vol. 57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기업소법상 경영권

Economic Management and Law under Kim Jong-un’s Regime - The Socialist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and the Right of Management under the DPRK Enterprise Act

발행일 2021.1.26 저자 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김정은 시기 기업관리방법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명명되었고 이러한 방법 내지 제도의 핵심적
특징이 되는 것이 개별 기업소에 부여된 경영권이다. 따라서 본 연구서는 기업소법의 관련 규율을 바탕으로
경영권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특징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뿐만 아니라 경영권 개념 내에서 상반된 요소들이 중첩적으로 절충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첫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이미 그 용어(‘책임’과 ‘사회주의’의 상호 제약)에서도 드러나듯이
상충하는 가치들의 불안정한 결합에 해당한다. 둘째, 경영권 개념 또한 상반된 요소들(권리 요소와 의무 요소)을
포함하는 탄력적 개념이다. 그 결과 정책담당자는 구성요소의 선택적 강조를 통해 권리 및 제도를 필요에 따라
형성할 수 있게 되나, 이는 또한 수범자의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연구 시리즈 58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 101가지 질문·답변
발행일 2021.2.16 엮은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은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경제를 기간공업, 과학기술, 농업, 경공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과 성과를 개괄하고, 2020년 북한경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우리 경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책을 통해 앞으로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경제 부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Date of Issue January 26th, 2021 Author Seohwa Park (Associate Professor, IFES)
Under Kim Jong-un’s regime,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in the DPRK was named as “The Socialist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SEMS),” and management rights given to individual enterprise is the core
characteristics of such system. Hence, this publication studies the concept and content of management
rights based on related regulation from enterprise laws, and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ES. In
this process, not only within the SEMS but also the concept of management rights, conflicting factors are
overlapped and compromised. First, the SEMS is an unstable combination of conflicting factors as its terms
(mutual limitation of ‘Enterprise’ and ‘Socialist’) have shown. Second, the concept of management rights
is an elastic concept that includes conflicting factors (rights and obligations.) As a result, policymakers can
build necessary rights and institutions, but this could lead to low predictability of the target group.

North Korea Studies Vol. 58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Kim Jong-un era – 101 Questions and Answers
Date of Issue February 16th, 2021 Editor IFES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Kim Jong-un era – 101 Questions and Answers” provides an overview on
policy and achievemen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 book looks
at and analyzes North Korea's economy category by category -- infrastructure, science & technology,
agricultural, light industry, and so forth -- in a concise and accessible Q&A format to help readers
understand its changes and uniqueness, being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s economy. The
book also provides analysis of the significant changes that occurred in 2020, and what those changes
portend.

North Korea Studies Vol. 59
북한연구 시리즈 59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발행일 2021.11.11 저자 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본 연구서는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의미를 밝힌 후, 끝으로 공민의 기본적 권리의 일반적 성격을 고찰한다. 특히
공민의 권리의 성격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른바
‘고전적’ 견해는 공민의 권리가 ‘진정한’ 권리가 아니라거나, 심지어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평가에 관해서는 권리 개념을 이상형(ideal)에 한정하거나, 지나치게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지적될 수 있다.

044

The Collectivist Principle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Date of Issue November 11th , 2021 Author Seohwa Park (Associate Professor, IFES)
This publication explores how collectivism has been understood in North Korea, and clarifies the meaning
of Article 63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states that
the rights and duties of North Korean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f "one for all and
all for one" and reflects on the general nature of basic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In particular, the
nature of the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can be examined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established
perspectives by previous research. The so-called “classical” perspectives does not see the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as the “authentic” rights or even considers them as rights despite the name. This approach
can be criticized for its attempts to limit the concept of rights or its overly narrow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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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 시리즈 60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집권 10년차를 맞이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생존및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는 자력갱생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변화와
더불어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Self-Sufficiency in Kim Jung-eun Era : Succession and Changes
Date of Issue December 30th, 2021 Author Eul-Chul Lim (Professor, IFES)
Marking Kim Jong-eun regime’s 10th anniversary, this book reflects the history of self sufficiency which is the core strategy for survival
and development of Kim Jong-eun regime, and explored changes, achievement, limits and outlook.

국제관계연구 37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7

북중관계 1945-2020

China-Korea Relations: 1945-2020

발행일 2021.1.28 저자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문대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Date of Issue January 28th, 2021 Author Sang-Man Lee (Associate Professor, IFES), Sang-Sook Lee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Dae-Geun Lee (Visiting Research Fellow, IFES)
“China-Korea Relations: 1945-2020” aims to look a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rough the 75-year long history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and expand the horizon of “the continuance and changes in China-North Korea relations,” a longstanding issue in academia
of both home and abroad. And this publication also helps build realistic and ideal China policy, North Korea policy as well as addressing
North Korea and its nuclear issues.

'북중관계: 1945-2020'는 북중관계 75년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고자하며, 국내외 관련 학계의 오랜
화두였던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 문제에 대한 지평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북한·북핵 문제 해결과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중·대북 정책 수립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Sourcebook Vol 7

자료집 시리즈 07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 문서 번역과 해제
발행일 2021.2.10 저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2020년 9월 16일 아베 정권의 정책 계승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침체한 경제 회생이라는 난제에 직면했지만,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되어 내각 지지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의 방위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방위정책을 포함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읽어야 할 14개의 기본문서가 담겨져 있다. 1957년 5월 처음 만들어진 ‘국방의 기본방침’과 2013년 12년 이를
대체하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1976년 처음 만들어진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그 후 다섯 번 개정된
방위대강과 신·구 미일안보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일본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후 일본의 방위력을 분석했다.

통일연구 시리즈 22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발행일 2021년 12월 14일

엮은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북관계도 외교도 상대가 있다. 상대의 의도와 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는 새로운 틀 속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2022년에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의 변화 가능성이나 북한에서의 정세 변동 등에 대한 치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 내부 변화와
선택에 더해 미중 관계의 변화는 남북, 북·미, 북·중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각별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었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 개발과 대안의 모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구상되었다.
046

North Korea Studies Vol. 60

A Study on Japan’s Postwar Defense Policy: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the Basic Documents
Date of Issue March 10th, 2021 Author Jin-Goo Cho (Associate Professor, IFES)
On September 16th, 2021, the Prime Minister Suga Yoshihide took office, succeeding the Abe administration. Faced with hardships of
curbing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chieving economic recovery, however, the PM’s political leadership has disappeared,
making the approval ratings for his cabinet plunge. But despite this circumstance, Japan’s defense budget has consistently increased
and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institutions and policie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including defense policy. This publication
encompasses 14-must-read fundamental documents to understand Japan’s postwar defense policy including Basic Policy for Japan’s
National Defense developed in May, 1957,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replaces the former, and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originally developed in October 1976 and five revisions of the guidelines, as well as the old and new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ing these documents, this publication analyzes Japan’s
postwar defense capacity to help our understanding of what Japan means to South Korea and how relations should be maintained.

Unification Study Series 22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Date of Issue December 14th, 2021 Author IFES
Just like a diplomatic relationship, we have a counterpart in inter-Korean relait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thorough examination
over the counterpart’s intention and strategy to come up with appropriate solution. A new policy design and its implementation is
needed to keep up the pace with changing situation. South Korea is seeing a new administration in 2022, giving it new resolution. It also
need to have an elaborate plan to prepare the condition changes for North Korean nuclear issue or the changes in political landscape in
the North. Especially, in addition to North Korea’s internal changes and choices, the change in the US-China relations indicates a huge
impact on inter-Korean, US-North Korea, North Korea-China relations. Thus, a meticulous plan and effort to address such changes with
a variety of possible scenarios. To this end, assessment and reflection over the previous policies is needed as well as the future task and
solutions. This publication explores this issue.

047

Resources on Current Issues

2021 IFES ANNUAL REPORT•현안자료

현안자료

Resources on Current Issues

한반도리포트 2021/2022

2021-2022 REPORT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정세 2021년 평가 및 2022년 전망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ssessment of 2021,
Prospects for 2022

발행일 2021년 12월 20일 엮은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Date of Issue December 20th, 2021 Author IFES

2020년 12월 20일에 발행한 2021년 평가 및 2022년

This year’s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ssessment
of 2021, Prospects for 2022” explores ways to solve the
prolonged deadlock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the collapse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calculates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forecasts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mid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particular, regarding the foreign policy change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report provides explanations on the
US force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amid the complicated USChina rivalry in the economic, technological, and military sectors,
the report elaborates on Cross Strait relations and potential
security crisis in the Taiwan Strait—an intensifying issue for actors
in Northeast Asia.
The report also assesses North Korea’s political landscape in
terms of political system, economy, military force and strategy,
and includes assessment of the outcomes of the 8th Workers’
Party Congress held in early 2021 and other issues that have
affected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Similar to past reports, it concludes with suggestions
on major variables that could significantly impact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e signing of an end-of-war declaration,
holding of ROK-US joint military drills, and launching of a North
Korean satellite.

전망보고서에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화되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 방안 모색과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의 북·미 관계 및 미·중 전략적 경쟁 속 한반도
정세 등을 전망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이번
전망보고서에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 종결 과정 및 이후의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중 간
경제, 기술, 군사 등의 분야에서 복합적인 대결 양상을 속에서
최근 동북아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양안문제 및 대만해협의
안보위기에 대해 서술하였다.
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먼저 2021년 북한의 제8차
당 대회를 포함하여 정치체제, 경제, 군사력·군사전략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야기하는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 한·미

Contents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여부 등을 2022년
목차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로 제시하였다.

Ⅰ. 개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단절과 암중모색
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①:
1. 바
미·중 전략경쟁, 대립, 갈등의 지속과 향후 전망
2. 중국의 대미정책: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 방향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②: 아프간 전쟁의 종결, 교훈과 과제
4.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5. 미·일 동맹 강화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6. 미·중 경쟁의 구조화와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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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1. 2021년도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평가 및 전망
2. 2021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전망
3. 2021년도 북한 군사력·군사전략 변화 평가 및 전망
4. 8차 당 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대남·통일 전략
5. 2021년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Ⅰ. Overview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Relations at Standstill and Taking a Leap in the Dark
Ⅱ. T
 he Assessment and Outlook on International Society and Northeast Asian Region
 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①:
1. B
Assessment and Outlook on the Sustaining US-China’s Strategic Competition, Rivalry and Conflict
 hina’s US Policy : the US-China Confrontation and Conflict & Solutions
2. C
 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②: The End of the Afghanistan War, Lesson and Challenges
3. B
4. T he Influence of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ver the Korean Peninsula
5. T he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and the Possibility of Japan’s Military Expansion
6. T he Structuralization of the US-China Rivalry and Security Crisis in the Taiwan Strait
Ⅲ. A
 ssessment and Outlook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ssessment and Outlook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n Regime in 2021
1. A
2.Assessment and Outlook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2021
 ssessment and Outlook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n Military Power and Streategy in 2021
3. A
4. The Amendment of WPK Charter at the 8th Party Congress and North Korea’s South Korea·Unification Strategy
5. Assessment and Outlook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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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 FORUMS
연번

최신 북한 및 동북아 정세 동향과 관련 분석·해설한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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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필자

발행일

1

8차 당 대회와 사회문화 변동 전망

이형종

2021.01.19

2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비교

이병철

2021.01.22

3

최근 북한 입법의 경향 (上):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2020. 3.)까지

박서화

2021.02.08

4

최근 북한 입법의 경향 (下):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2020. 3.)까지

박서화

2021.02.09

5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 주요 내용 평가와 전망

임을출

2021.02.15

6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의미

김상범

2021.02.18

7

『중국해경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이상만

2021.02.26

8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 평가 및 전망

임을출

2021.03.09

9

한미 간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타결에 관한 소고

정재욱

2021.03.25

10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 평가와 전망

김동엽

2021.03.31

11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 논의내용 평가와 전망

임을출

2021.04.12

12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과 전망

최천운

2021.05.03

13

북한 핵 능력과 영변 핵 시설의 가치에 대한 소고(小考)

이병철

2021.05.12

14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며으이 평가와 과제

조진구

2021.05.24

15

남북대화, 관여 및 협력 분야에 대한 평가와 과제

임을출

2021.05.24

16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주요 현안

정재욱

2021.05.24

17

원자력협력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이병철

2021.05.24

18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김상범

2021.06.10

19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 경제부문 평가와 전망

임을출

2021.06.21

20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김상범

2021.06.22

21

비사회주의 투쟁의 최근 경향과 함의

박서화

2021.07.02

22

미국이 돌아왔다?!탈레반도 돌아왔다!?

이웅현

2021.08.27

23

북한 핵 능력과 영변 핵 시설의 가치에 대한 소고(小考)

이병철

2021.09.01

24

자민당 총재 선거와 한일관계

조진구

2021.10.02

25

김정은 당 총비서의 9.29 시정연설 : 경제부문 특징과 시사점

임을출

2021.10.05

26

제2차 기시다 정권 출범의 의미와 한일관계 전망

조진구

2021.11.12

27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 평가와 전망

이상만

2021.11.15

28

미중 첫 정상회담과 대만 문제

정재욱

2021.11.23

29

북한 <시, 군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특징

박서화

2021.12.01

30

미국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분석과 향후 전망

이병철

2021.12.03

31

민주주의 정상회의 평가: 참여국 초청 논란과 함의

정재욱

2021.12.24

제목

집필자

발행일

1

Narrowing the South Korea-U.S. Gap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yong-Chul Lee

2021.02.22

2

An Evaluation of the US-ROK Summit Joint Statement and Tasks
Ahead

Jin-Goo Cho

2021.06.02

3

The US-ROK Summit and Major Issues Facing the US-ROK Alliance

Jaewook Chung

2021.06.03

4

Core Issues in Denuclearized Peace Regime-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ae-Hwan Kwak

2021.07.16

5

The AUKUS Affair: What Is Behind France’s Anger?

Motin Dylan

2021.10.12

6

AUKUS, A Game Changer?

Jaewook Chung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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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20년부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의 현안과 대내외 정세를 분석·평가하는 「IFES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Report

Since 2020, IFES of Kyungnam University has published “IFES Policy
Report” that analyzes and evaluates current issues pertaining to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FES 정책보고서 2021-05

IFES Policy Report 2021-05

김정은 시대 식량증산정책 - 축산업, 수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Policy to Increase Food Production in the Kim Jong Un Era Focusing on Livestock and Fisheries Policies

발행일 2021.2.19 저자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 시대의 국가전략노선 변화를 분석하여 국방건설 추진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 대회에서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목표를 절충해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대내외 정세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실패와 남북
정상간 합의 불이행 국면의 지속,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체제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건설 노선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FES 정책보고서 2021-06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지경학적 협력의 지속과 변용
발행일 2021.7.29 		

IFES 정책보고서 2021-07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외신 보도 동향 분석
저자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최근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그 영역이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양국이 협의해야 하는 사안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한미동맹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한국과 미국이 비대칭적(asymmetric) 관계라는 전제에서 한미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미국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주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번째 대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어떤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었는지 소개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상회담이라는 한미 양국의 최고 외교활동을 통해 상대 국가뿐만 아니라 자국이
앞으로 어떠한 전략적 외교를 펼칠지에 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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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gress of national defense construction by analyzing
changes in the national strategic route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Above all, it will not be easy to
break out of the framework of self-reliance based o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by negotiating
the goals of national defense construction and economic construction at the 8th Party Congress.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the route and implementation of defense construction to overcome North
Korea's failure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e
continued non-fulfill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the paralysis of
the economic system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IFES Policy Report 2021-06

The Impact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 on Continuing and Transforming Geo-economic Cooperation

저자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에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의 지전략적 성격을 복원하는 의미에서
지정학과 지경학이 융합된 해륙복합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일대일로 구상과 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전략 유형을 바라보고 동북아회랑 구축으로 북중관계와 한반도에 경제적 영향과
개방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개방 여부에 따른 결과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어떤 조건으로
가는지에 따라 한국의 대응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가 주는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반도신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정책적 요인이 되도록 바라보고자 한다.

발행일 2021.8.27 		

Date of Issue 2021.2.19
Author Ilhan Kim (Research Professor, DMZ Peace Center, Dongguk University)

Date of Issue 2021.7.29
Author Sang Man Lee (Associate Professor, IF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impact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d. This research seeks for the need to transition to a land bridge country which
is a combination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as a measure to restore the Korean peninsula’s geostrategic
importance. Firs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hows the rise and types of strategies of China, and how the formation
of East Asia corridor would affect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economic
impact and possibility of opening. In particular, the consequences from North Korea’s decision around op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cide South Korea’s response. For this, the research aims
to observe policy factors that form new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centering around economic
impacts of the BRI.

IFES Policy Report 2021-07

Analysis on the Foreign Media’s Report on US-North Korea Summit
Date of Issue 2021.8.27
Author Miri Moon (Associate Professor, IFES)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ROK-US relations more than ever, the ROK-US alliance that was formed
since the Korean War is expanding into every area including politics, diplomacy and economy, diversifying
agendas requiring discussions between the two. Existing research on the ROK-US mostly focuses on how
to maintain ROK-US relations, and ROK’s government response to the US policy,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relationship is asymmetric. This report introduces what agendas the two governments focused on
during the first ROK-US summit in the Biden administr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we should
focus on the US-North Korea summit held in Singapore in 2018. Furthermore, highlighting the ROK-US
summit which is the utmost diplomatic activities will allow us to set the direction of strategic diplomacy
not only of ROK South Korea but also Seoul's counter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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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 정책보고서 2021-08

IFES Policy Report 2021-08

인도-태평양 지역 내 쿼드(Quad)를 통한 협력과 전망 –
해상 실크로드와 쿼드간 견제와 균형

Cooperation and Prospects through Quad in the Indo-Pacific Region

발행일 2021.9.2

저자 강지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변경되고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가 강화된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지역 내 강국으로서의 성장을 넘어
전지구적 패권국으로 성장하며 미국에게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기 충분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쿼드를 對중국
견제 협력체라고 분석하며, 이를 쿼드의 내용 변화 과정에서 찾고자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군사 및 경제 활동을 통해 먼저 중국의 지역 내 세력 확장과 주변국들이 인식하는 안보 위협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 쿼드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안보 틀로써 구분되는 이유를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참여 방향 및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IFES 정책보고서 2021-09

핵무기금지조약(TPNW)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소고(小考)
발행일 2021.9.30

저자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2017년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됐고,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강대국들의 미온적 반응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전 폐기로 이어질지 그 이행 전망은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비확산조약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treaties)라는 글로벌 핵비확산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핵비확산 관련 주요 약어를 정리하였고, 핵무기금지조약 경과와 쟁점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세계 핵비확산 체제 등장과 NPT 체제의 위기력을 통해 핵확산 과정을 설명했으며, 전면전
핵폐기와 점진적 핵군축을 제시하면서 냉전시대부터 미중관계의 현 시점까지 현황을 분석했다.

IFES 정책보고서 2021-10

AUKUS 동맹과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담론
발행일 2021.10.21

저자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미·중 전략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쿼드(Quad)’,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이어 새로운 협의체가
구상되고 있었다. 중국의 세력 확장에 공통적으로 위기의식을 지니게 된 미국은 세계 핵무기 군비 경쟁에 불을 지핀 셈이 됐고,
영국과 호주는 자연스레 미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9월 15일 백악관에서 영국·호주와의
새로운 삼각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 체결을 발표했다. 오커스 출범은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에 이어
호주까지 가세한 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징후로 읽힌다.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 증강되는 현실 속에
오커스가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 핵무장 담론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IFES 정책보고서 2021-11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 ‘72’ 체제의 지속과 변화
발행일 2021.12.02

저자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시진핑 시대 양안관계는 미·중 관계에서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손꼽힌다. 특히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안통일을 위해 어떤 지도자라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첨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차이잉원의 민진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중국화 노선을 추구하였고,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대전략 속에서 전술무기 대량 판매, 대만 주요인사의 미국방문,
미국 고위관료의 대만방문 허용, 미해군 함정의 대만해협 진입으로 양안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면서 안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중간 대만문제를 분석하고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문제의 불안정성과 양국 간 대만정책 변화와 당사국의 반응을 분석하고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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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Issue 2021.9.2 Author Jiyeon Kang (Associate Professor, IFES)
With the changes in US foreign diplomacy to “pivot to Asia” and China’s rapid rise, the research highlights China's increasing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ularly, the growing influence of China has transformed China from a regional into a global superpower,
threatening the US. The report sees Quad as anti-China cooperation and explains this from the changes in Quad’s content. This research
confirms China’s expansion of influence in the region and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military and economic
activities, centering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Second, it provides the reason why Quad is a multilateral security framework to
address China’s growing influence and various threats in the Indo-Pacific region. Lastly,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s joining
and prospects of the Quad.

IFES Policy Report 2021-09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and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s
Date of Issue 2021.9.30 Author Byong-Chul Lee (Associate Professor, IFES)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as adopted by the UN in 2017, and took effect in 2021. However, the
lenient response from nuclear powers including the US makes the future of TPNW bleak, whether it would be completely dismantled
or implemented is unclear. However, highlighting TPNW as a network of treaties is meaningful by itself. This research arranges major
acronyms regarding non-proliferation, and introduces the progress and issues of the TPNW. Second, the research explains the process
of non-prolifer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non-proliferation system and crisis of NPT system, as well as analyes the progress of the
system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 status of the US-China relations, by comparing complet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and gradual nuclear disarmament. Through this, this research aims to come up with detailed, practical measures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capacity, and this will require flexibility in responses.

IFES Policy Report 2021-10

AUKUS Partnership and an Explorative Discourse on South
Korea's Possibl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Date of Issue 2021.10.21 Author Byong-Chul Lee (Associate Professor, IFES)
With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US and its partners have worked to form a new alliance following Quad and Five Eyes. The US
developed a sense of crisis from the growing influence of China, igniting global nuclear arms race and the UK and Australia chose a bandwagoning
strategy. On September 15th, 2021, President Biden announced the launch of AUKUS, a new trilateral security alliance with the UK and Australia. The
launch of AUKUS is seen as a signal of intensifying arms race in Asia, including India, Vietnam, Singapore, Taiwan,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In
the uncertainty among superpowers,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find a strategic equilibrium while the US and China are engaging in a
fierce competition. Particularly, the US-ROK Agreement for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strictly bans the use of nuclear material for military use. Amid
the circumstance where North Korea and China continue to ramp up their nuclear missile capacity, the research aims to look at the policy suggestions
and responses by analyzing the impacts of AUKUS on the ROK and the discourse of a nuclear-armed ROK.

IFES Policy Report 2021-11

Security Dilemma in the Taiwan Strait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Continuance and Change of the ‘72’ System
Date of Issue 2021.12.2 Author Sang-man Lee (Associate Professor, IFES)
The China-Taiwan relation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Xi is considered the area where US-China conflict can take place. Especially, there has
been a sharp conflict between the two as the Cross-Strait unification remains to be the utmost national interest of China that no leaders can give up.
With the inauguration of Tsai Ing-wen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the China-Taiwan relations has been in a downward sprial with Taiwan taking
anti-China approach while the US containing China by inviting Taiwanese high-ranking officials, allowing US officials to visit Taiwan and sending US Navy
warship to the Strait. With escalating threat from China by engaging in a show of force, the region is falling into a security dilemma. The Report looks
into what is the Taiwan issue, the insecurity of the issue, the changes in Taiwan policy of US and China, and Taiwan’s reaction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as well as exploring the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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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Achievements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자주연대 외교 연구-19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2021,
제17권 제1호 (2021.6.30)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대내외 인식 변화 분석,”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 (2021.12.31) 이형종·송상헌·이규민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2021, 제37권 제2호 (2021.7.1)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제25권 제2호 (2021.8.3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의 순환경제·재자원화 법제화 실태와 함의,” 『통일과 법률』,통권 제47호, 2021년 가을호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주민들의 세부담 실태에 대한 고찰,” 『정치정보연구』, 제24권 2호, 임을출·최창

“컴퓨터 텍스트 분석 툴(Tool)을 활용한 글로벌 미디어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뉴스
프레임 분석: BBC와 CNN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61호 (2021.06.30)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의 대북 비핵화 전략,” 2021년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서울법학 제29권 제1호 (2021.5.31)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 2020: 최장수 아베 정권의 정치적 유산과 과제,”『아세아연구』,183, 2021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基于地缘政治视角中国灰色地带战略与周边国家关系研究:以中国海警法生效为中心”,
中國地域學會, 『中國地域硏究』第7卷 第4號 (2021.5.30)

“냉전시대의 한반도 평화모색 - 7.4 남북공동성명의 국제관계사,”
『한중사회과학연구』 59, 2021

“A Study on East Asian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Regional Cooperation under
the Adjust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Vol. 26 No.2 (2021.6)
“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기한국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경쟁과 협력의 지경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中蘇硏究』 第45卷 第3號, 가을호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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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

Academic Partnerships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북한 빅데이터 연구분야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류 협력 협약

MOU on Cooperation for Research and Exchange to invigorate
research on big data for North Korean studies between IF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of Korea University
On January 18th, the IF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of Korea
University signed an agreement to promote academic development and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big data in North Korea.
The two organizations aim to enhance their academic capabilities on North Korean big-data research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studies through revitalization of research projects and
mutual exchanges.
The two institutions plan to conduct joint academic conferences/seminars that explore North Korea and big data; conduct
joint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North Korea’s big data promotion and operation; jointly publish related research results; and
mutually provide education and personnel for research and technical cooperation.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간 연구 및 교류 협력 협약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는 1월
18일 북한 빅데이터 관련 학술발전 및 연구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류·협력하여 북한 빅데이터 연구의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사업 및 상호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한 빅데이터 관련 공동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북한 빅데이터 관련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 ▲북한 빅데이터 관련 연구성과물 공동 발간,
▲기타 연구수행 및 기술협력을 위한 상호교육과 인적파견 등
상호교류 활성화를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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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ng ceremony of MOU on Cooperation for Research and Exchange between IF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of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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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교육활동

Education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11기 프로그램

IFES Academy of Korean Unification Economy

교육기간 2021년 3월 4일~5월 13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강좌

강좌명

강사

제 1 강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경제체제의 미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前 통일부 장관

제 2 강

8차 당대회 결정과 남북교류협력 전망

백태현 통일부 교류협력실장

제 3 강

8차 당대회를 통해 본 김정은 경제리더십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 4 강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평가와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제 5 강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쟁점과 과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6 강

경제분야 조직 및 인사 변화 특징과 시사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제 7 강

금속화학공업발전전략과 추진실태

김수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 8 강

국방건설 추진실태와 경제건설에의 영향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제 9 강

8차 당대회 이후 대외경제협력 전망:
북중교역과 관광특구건설을 중심으로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제10강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실태와 정책적 과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제11강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의 국가운영 전략노선 변화와 전망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前 통일부 차관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제12기 개강식 (2021.9.30)
IFES Unification Economy Academy 12th Opening Ceremony (2021.9.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99년 국내 최초로 남북
경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운영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콘텐츠와 진행 방식을 대폭
개선한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해오고 있다.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는 단기적인 남북교역 및 경협 수요에
대응할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남북 경제통합 및 동북아
경제협력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 강사진이
정부의 통일정책,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환경 진단, 분야별
시장성 및 투자가치 평가, 북한과의 협상 사례 등을
강의한다.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는 매년 2회(기), 각
11강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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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in 1999, IFES started the “Academ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ch was the first training
program of its kind to nurture experts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2014, the program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IFES Academy of Korean Unification
Economy,” which is an upgraded version of the previous
program in terms of content and method. The IFES Academy
of Korean Unification Economy provides quality education
on how to prepare not only for short-termed inter-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ra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ctures cover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nalysis on trade with North Korea and
investment environment, assessment of sectoral profitability
and investment value and negotiation cases with North
Korea, etc., all provided by top experts. The Academy is an
11-week course offered twice per year. The Academy ran
its 12th program in 2021, drawing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its students.

IFES 통일경제아카데미 12기 프로그램
교육기간 2021년 9월 30일~12월 9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강좌

주제

강사

제 1 강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제 2 강

김정은 체제에서의 자력갱생이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 3 강

대북 제재 장기화 속 코로나19의 지속은 북한경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구조적 변화와 체제내구력 평가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

제 4 강

북한 식량난 실태와 전망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제 5 강

경제정상화를 위한 체제정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제관리, 인사, 조직, 제도변화

이 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 6 강

실패한 북한경제를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정상화하려고 하나?

권영경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교수

제 7 강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 재개 가능성은?

조중훈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제 8 강

북중 지원협력 강화 실태 및 전망

최유정 KIEP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제 9 강

장마당 경제 및 환율물가 변동성의 영향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10강

북한경제 변화와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방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제11강

김정은 정권의 국가운영 전략노선 변화와 전망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前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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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f the Fellowship/Scholarship program and Outline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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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펠로우십은 전체 지원자 34인 중 12인이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for

the Scholarship selecting 2 students out of 11 candidates.

통일을 위한 공공 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발되었고, 학위과정의 경우 지원자 11인 중 2인이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2020,

Applications came from scholars and students of various

IFES started its “Fellowship/Scholarship Program” with

nation-states, including the US, the UK, Germany, Russia,

sponsorship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FES and the

Canada, China, Japan, Turkey, Poland, the Czech Republic,

북한 및 통일 관련 해외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선발되었다.

2020년부터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지원자들의 국가별 분포는 한반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joint-managing

the Netherlands, Brazil and Mongolia. As unification and

본 사업을 공동 수행하게 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일본 뿐만

institutions, established comprehensive training and

North Korea issues are becoming internationalized, the

북한대학원대는 부트캠프 및 SSPK(Summer Studies

아니라 터키,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브라질, 몽골 등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ir rich experience, and

program aims to 1) foster overseas expert groups with

Program in Korea) 등 다양한 국제교류 및 해외학자

다양했다. 이 사업은 ▲통일 및 북한 문제의 국제화 추세

have effectively carried out their two programs for foreign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ninsula, 2)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와 교육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진 해외

scholars: the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discover and nurture rising experts in North Korean studies,

통합시스템을 구축,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 양성, ▲해외 신진 북한 연구자를 발굴 및

(Fellowship) and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and 3) enhance the quality of such experts in international

Scholarship (Scholarship). In 2021, the Fellowship program

society through vibrant exchanges between

본 사업은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북한·통일학

육성, ▲국내외 전문가 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selected 12 talented scholars among 34 candidates, with

Korean and overseas specialists.

학위과정」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북한 전문가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북한 · 통일문제
국제화

국제사회 북한·통일
문제 공감대 형성

해외
북한 · 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해외 북한·통일
전문가 부족

해외 북한·통일
전문가 발굴·육성

Promoting study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ly

The need for mor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pecialists abroad

독일
펠로우 2인
프랑스
펠로우 1인

Germany
Two fellows

일본
펠로우 1인
중국
펠로우 2인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및 「북한·통일학 학위과정」 참가자 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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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issues

Identify and cultivat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experts abroad

Russia
One fellow
One student

러시아
펠로우 1인
학위과정 1인

영국
펠로우 2인

Academic
support for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ies
abroad

캐나다
펠로우 1인

미국
펠로우 2인
학위과정 1인

UK
Two fellows

France
One fellow

Japan
One fellow
China
Two fellows

Canada
One fellow

USA
Two fe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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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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분야 해외 전문 연구자와 학위과정 이수자들은

또한 펠로우 및 학위과정생들을 위한 현장학습 및

Recipients of the Fellowship and Scholarship participate in

addition, field trips, cultural experience, and workshops are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의 기존 연구·교육

문화체험, 워크숍 등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연구지원

the research & education program of IFES and University

provided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 간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북한 및 한반도에

of North Korean Studies. The tailored research support

to both fellows and scholarship students. IFES endeavors

연구 지원 프로그램 통해서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과의 인적

대한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programs provide exchanges with experts on North Korea as

to enhance understanding on North Korea and the Korean

well as practical information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Peninsula by orchestrating quality research support, and

교류 및 북한정치, 경제, 사회 등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주기적으로 선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The programs include special

thus collects feedback from participants periodically in order

정보를 제공받고있다. 연구 지원 프로그램으로 펠로우

있다.

lectures for fellows, meetings with experts, conferences,

to enhance the program.

and classes for academic writing and Korean language. In

대상의 특강, 전문가 간담회, 연구발표회 등과 학위과정생
대상의 논문작성, 한국어 강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모집
•일시: 4~5월
•홈페이지
•유관기관 메일링 홍보

심사 및 선발

연수

종료

Recruitment Phase

•일시: 6월
•서류-(화상)면접
2단계를 통한 심사 진행

•일시: 9/1~ (선발자 별
종료일자 상이)
•개별 연구주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지원

•사후 관리를 통해
펠로우십 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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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해외 전문가 양성

교류

펠로우십

공통

학위과정

•특강

•중간·최종발표회

•특강(간담회)

•정규수업

•Orientation

•Special lectures

•유관 연구기관 세미나 발표·토론 참여

•전문가 간담회

•콜로키움

•현장·문화체험

•논문작성 강의

•Teatime discussions

•Expert forums

•언론 기관 인터뷰 및 학술지 기고 등

•런치세미나

•대내외 연구활동

•참고자료집 제공

•한국어 강좌

•Welcoming ceremony

•Lunch seminars

•연구 주제별 전문인사와의 교류·협력

•워크숍

•전담교수제

•통일경제아카데미

•지도교수제

•현장체험

•통일미래최고위과정

•Welcoming ceremony (MOU)

Fellowship
Scholarship

Common

•Continue networking
activities following end
of fellowship

Scholarship

Research Support

•전체 오리엔테이션

  (Kyungnam University)

End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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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June
•Application documents
screening followed by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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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hanges

연구지원

Training Phase

Screening and
Selection Phase

•On-site experience

•Mid-Final Presentation Event

•Special Lecture (Meetings)

•Regular Course

•Colloquium academic writing

•Field/Culture Experience Trip

•Classes on academic writing

•Research activities in Korean

•Reference Materials

•Classes on Korean language

•Academy of Korean Unification

•Student-Professor Matching

and other languages
•Fellow-Professor mentoring
program

Economy

mentoring program

•Leaders Program for Unification
Future

주요 연구지원 프로그램

Research Support Program

특강

펠로우 및 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전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을 초청, 강의 진행

Special Lectures for Fellowship and Scholarship programs, given by former/current high ranking officials or experts

연구발표회

펠로우 개별 연구결과물에 대한 중간·최종 발표회를 통한 연구 성과의 질 제고

현장학습

한반도 역사 및 남북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대북정책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통일·안보 현장 방문

Field Trips to unification/defense·security sites to learn the history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논문작성 강의

과제 수행 및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학위과정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Classes on academic writing for Scholarship program to help with writing assignments and thesis

한국어 강좌

연구 수행시 필요한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첨삭 등 단계별 강의 진행

Classes on Korean language including writing correction to improve Korean fluency needed to conduct research; scaled to
accommodate differen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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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esentation Event (Mid/Final) for fellows’ individual achievements to enhance quality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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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Special Lectures

펠로우 및 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전현직 중앙부처 고위 관련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을 초청, 강의를 진행한다.

for Fellowship and Scholarship programs, given by former/current high ranking officials or experts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특강 (2021.4.14) Special Lecture by Se-Hyun Jeong (Executive Vice-Chair,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021.4.14)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특강 (2021.11.3) Special Lecture by Yu-hwan Koh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순번 일시

No. Date

070

Lecturer

Theme

Chang-Seok Yang (former director, Dept. of Inter-Korean Summit of Ministry of
Unification)

Comparison of unification policies of the two Koreas

특강자

주제

1

2021.1.21

양창석 前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2

2021.1.28

임현정 통일부 정세분석국 과장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과 및 전망

2

2021.1.28

Hyun-Jung Lim (Director of Intelligence and Analysis Bureau)

Evaluations of the 8th Party Congress of North Korea and Future Prospects

3

2021.2.3

아나스타샤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핵정책

3

2021.2.3

Anastasia Barannikova (Visiting Fellow)

North Korea’s Nuclear Policy after the 8th Party Congress

4

2021.3.24

김광운 前국사편찬위원회 외편사연구관

로동신문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연구에 이용하는가?

4

2021.3.24

Kwang-Woon Kim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IFES)

Why researchers use Rodong Shinmun in their study and how to use it

5

2021.4.1

마크킴 펠로우 초빙연구위원

북한의 상황

5

2021.4.1

Mark Kim (Visiting Fellow)

Current situations in North Korea

6

2021.4.7

조천현 사진작가

북중 국경을 통해 본 북한의 실상

6

2021.4.7

Cheon Yeon Cho (Photographer)

Life in North Korea through North Korea-China border
Changes in Landscap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1

2021.1.21

7

2021.4.14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7

2021.4.14

Se-Hyun Jeong ( Executive Vice-Chair,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Former
Minist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8

2021.4.21

권영경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교수

북한 경제 전략 기조와 정책방향

8

2021.4.21

Young-Kyeong Kwon (Professor Emeritus,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North Korea’s Economic Strategies and Doctrines and its Future Direction

2021.4.28

Chul Woong Kim (Pianist)

Cultural Diplomacy Using Music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9

2021.4.28

김철웅 피아니스트

음악을 통해 본 남북한 문화외교

9

10

2021.5.4

김수연 서울대 교수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김정은 체제

10

2021.5.4

Soo-Yeon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s Science·Technology Policy and the Kim Jong-un Regime

11

2021.5.12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11

2021.5.12

Sang-Ki Ki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r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allenges

12

2021.5.18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前주일대사

21세기 패권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12

2021.5.18

Su-Hoon Lee (Professor Emeritus, Kyungnam University and Former Ambassador to Japan)

Changes in Hegemonic Power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13

2021.5.26

정영철 서강대 교수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의식 변화

13

2021.5.26

Young-Chul Chu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North Korea’s Marketization and Changes in Citizen Awareness

14

2021.6.2

임병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영본부장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실태에 관하여

14

2021.6.2

Byeong-Chul Lim (Director, Business Operation, Korea Hana Foundation)

The Current Situation arou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Lives in South Korea

15

2021.6.9

Choong-Hee Cho (Director, Good Farmers Research Institute)

Changes in Agricultural Institutions in North Korea

16

2021.6.21

Yeong-Sun Jeon (Professor, Konkuk University)

Culture and Movies in North Korea

17

2021.7.21

Yong-Hoon Jang (Director, Div. Korean Peninsula, Yonhap News)

The Kim Jong-un Regime and Changes in Worker’s Party of Korea

18

2021.7.28

Hyeon-Kyung Kim (Director, MBC Unification Broadcast Center)

What happens in the Contact Zone? – An observ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19

2021.8.4

Je-Hoon Lee (Senior reporter, The Hankyoreh)

“A Dance of Three” : Asymmetrical Neo-Cold War and Trilateral relationship of South
Korea-North Korea-US

15

2021.6.9

조충희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북한의 농업제도 변화

16

2021.6.21

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

북한의 문화와 영화

17

2021.7.21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 부장

김정은 체제와 조선로동당 변화

18

2021.7.28

김현경 MBC통일방송연구소 소장

접촉지대에서는 무슨일이: 남북교류관찰기

19

2021.8.4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셋이 추는 춤: 비대칭 탈냉전과 남북미 삼각관계

20

2021.9.16

신봉섭 광운대학교 초빙교수

북중관계의 새로운 관전법 - 전략적 선택과 공생

20

2021.9.16

Bong-Seob Shin (Visiting Professor / Kwangwoon Universty)

New Approaches to Observe North Korea-China Relations: Strategic Choice and CoExistence

21

2021.9.29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한반도 전략 환경과 한국의 외교통일 전략

21

2021.9.29

Hyun-Ik Hong (Chancell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22

2021.10.13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다시보기

Strategic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ROK’s Diplomatic·Unification
Strategy

22

2021.10.13

Byung-Min Ahn (President, Korea Economic Cooperation Institute)

Review on North Korea’s Infrastructure of Transportation & Logistics

23

2021.10.27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남북군사현안

23

2021.10.27

Dong-Yub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s Military Build Up and Military Issue of the Two Korea

24

2021.11.3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종전선언 추진과정과 실현 방안

24

2021.11.3

Yu-hwan Koh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Process toward the End of the Korean War Declaration and Ways to Realize It

25

2021.11.10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군비경쟁 역사와 전망

25

2021.11.10

Cheol-Wun Jang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History and Outlook of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26

2021.11.17

최설 RFA 기자

사진을 통해 본 북한주민의 하루 일상

26

2021.11.17

Seol Choi (Correspondent, RFA)

North Korean citizens’ daily life in picture

27

2021.11.30

Byeong-je Cho (Former Chancellor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The state of affairs in East Asia and Korean Diplomacy

28

2021.12.07

Yong-Seop Han (President of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Former Vice President of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ms Control

27

2021.11.30

조병제 前국립외교원장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 외교

28

2021.12.7

한용섭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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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표회

Research Presentation

펠로우 개별 연구결과물에 대한 중간·최종 발표회를 통해 연구 성과의 질을 제고한다.

Mid-term and Final Research Presentation to enhance quality of research of fellows

중간발표회 (2021.3.17) Mid-term Research Presentation (2021.3.17)

최종발표회 (2021.7.14) Final Research Presentation (2021.7.14)

중간발표회

Mid-term Research Presentation

일자
2021.3.17

주제

발표자

북한의 농업시행과 위성사진 교차 검증

제임스 반필

북한 농촌지역의 재산권과 토지소유권 변화에 관한 연구

우약영

2010년 이후 북한의 대형가전제품 소비실태

Date
2021. 3. 17

서사가

2021.6.17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히라이 히사시

2021. 6. 17

2021.8.25
2021.8.25

1950년대 북한의 대중국 상대적 자율성 형상에 관한 연구

량미화

2021.8.25

김정일과 김정은의 집권 스타일 비교 연구

우소

2021.9.29

분단 국가의 평화적 통일은 언제 가능한가? -세력균형과평화통일중심으로

모틴딜런

2021.10.27

북한 핵무제는 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나? -이익과불이익사이의미국의딜레마

조찬현

2021. 2. 24

2021. 7. 7

주제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21.12.13
2021.12.15

072

발표자
아나스타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관계 음악외교

피터무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농업개혁 및 소유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 중국과의 비교 중심으로

우약영

개정된 민족 음악과 제3의 소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피터무디

구용어, 신발견
한반도에서의 환경협력 – 남북갈등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
2021. 7. 14

Lecturer

Cross Validation on North Korea’s Current Farms through Agricultural Practices and Satellite Images

James Banfill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 and Changes in Ownership in Kim Jong-un Regime– and A Comparative Study

Ruoying Yu

North Korean Citizens’ Consumption of Large Home Appliances since 2010

Xu Jijia

How to interpret the revisions to the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Hisashi Hirai

“Research on North Korea’s Formation of Relative Autonomy against China in the 1950s

Liang Meihua

A Comparison Study for Kim Jong-il and Kim Jong-un’s Ruling Style

Niu Xiao

2021.9.29

When Can a Divided Country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Centered on Balance of Power and Peaceful Reunification. Motin Dylan

2021.10.27

“What blocked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 Nuclear Issue for 30 years? – the US’ Dilemma between Advantage and
Cho Chanhyun
Disadvantage”

Final Research Presentation

최종발표회
일자

Theme

Date
2021. 2. 24

Theme

Lecturer

New Approaches to Nuclear DPRK

Anastasia Barannikova

Can the US Learn from South Korea's Reconciliation Policies?: A Diplomatic Outcome Analysis of Inter-Korean
Separated Family Reunions and Music Exchanges

Peter Moody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 and Changes in Ownership in Kim Jong-un Regime – Centered on Comparison
Ruoying Yu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china
2021. 7. 7

Reformed Folk Music and the Search for the Third Sound

Peter Moody

엄파벨

old term, new findings

Pavel Em

에바 모틸리스카

Environmental Cooperation : An Opportunity for Conflict Reversion

Ewa Motylinska

Research on Monitoring on Agricultural Environment of North Korea Using Google Earth

James Banfill

North Korean Citizens’ Consumption from the “Supply-Distribution-Consumption” Mechanism of Large Home
Appliances since 2010

Sijia Xu

구글어스(Google Earth)를 이용한 북한 지역의 농업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제임스 반필

2010년 이후 북한 가전제품의 공급·유통·소비 메커니즘을 통해 본 북한주민의 소비양상

서사가

1945년부터 1950년의 북한의 공업도시 흥남 -해방부터우상화까지

오웬밀러

분단국가의 평화적 통일은 언제 가능한가? -세력균형과평화통일을중심으로

모틴딜런

북한의 핵문제는 왜 30여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나? -이익과불이익사이의딜레마

조찬현

1950년대 북한의 대 중국 상대적 자율성 형성에 관한 연구

량미화

2021. 7. 14

2021.12.13

2021.12.15

The Hŭngnam Fertiliser Factory between the Pacific War and the Korean War

Owen Miller

When a Divided Country Can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 Focusing on Balance of Power and Peaceful
Reunification

Motin Dylan

Why Has No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Yet Been Resolved for 30 Years? : The U.S.’s Dilemma between
Interests and Non-Interests

Cho Chanhyun

Research on North Korea’s Formation of Relative Autonomy against China in the 1950s

Liang Mei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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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 강의

Classes on academic writing

과제 수행 및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학위과정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for Scholarship program, to help with writing assignments and thesis

논문작성강의 Classes on academic writing

한국어 강좌 Classes on Korean language

순번 일자

강연자

No.

강의 주제

Date

Lecturer

Theme

2021.4.16

Sung Kyung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hat is Social Science?

1

2021.4.16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사회과학이란

1

2

2021.4.30

김정(북한대학원대 교수)

이론과 관찰

2

2021.4.30

Jung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ory and Observation

3

2021.5.14

하상응(서강대 교수)

관찰의 유형

3

2021.5.14

Sang-Eung Ha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ypes of Observation

4

2021.5.28

김인한(이화여대 교수)

연구 설계

4

2021.5.28

In-Han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hesis Planning

5

2021.6.4

문용일(서울시립대 교수)

자료의 분석

5

2021.6.4

Yong-Il Moon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Data Analysis

6

2021.10.1

하상응(서강대 교수)

북한의 정책결정 설명을 위한 기초 -합리적 행위자론과 정치심리학

6

2021.10.1

Sang-Eung Ha (Professor, Sogang University)

Basics for Explanation of North Korea’s Policy Decisions:
The Rational Choice Theory and Political Psychology

7

2021.10.12

김수경(한신대 교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방법론

7

2021.10.12

Soo-Kyung Kim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Methodology for Interviewing North Korean Defectors

8

2021.10.29

김인한(이화여자대 교수)

연구 자료 활용방법

8

2021.10.29

In-Han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Using Existing Data

9

2021.11.26

도지인(건국대 교수)

북한문헌 연구방법

9

2021.11.26

Ji-in Doh (Professor, Konkuk University)

North Korean Literature and Research Methodology

한국어 강좌

Classes on Korean language

연구 수행시 필요한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첨삭 등 단계별 강의 진행한다.

including writing correction to improve Korean fluency needed to conduct research; scaled to accommodate different levels.

순번

074

일자

강연자

강의 주제

No.

Date

Lecturer

Theme

1

2021.4.23

Choosing Theme for Writing

자료수집하기/계획세우기(1)

2

2021.5.7

Collecting Data / Planning (1)

자료수집하기/계획세우기(2)

3

2021.5.21

2021.6.11

조사 준비하기/ 차례만들기

4

2021.6.11

Data Collection/ What is Index

2021.6.25

주장하기

5

2021.6.25

Argumentation

1

2021.4.23

글의 주제 정하기

2

2021.5.7

3

2021.5.21

4
5

김선영
(서울대 언어교육원 전임 강사)

Sun-Yeong Kim
(Instructo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cting Data / Plann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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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및 워크숍

Field Trips

한반도 역사 및 남북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대북정책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통일·안보 현장 방문한다.

to unification/defense·security sites to learn the history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강원도 고성 현장학습 (2021.11.10-11.12)

워크샵 개최 (2021.6.3-6.4)

Field Trip to Gosung, Gangwon Province (2021.11.10-11.12)

Workshop (2021.6.3-6.4)

일시

2021.5.21

2021.6.3

2021.6.25

2021.11.10
-11.12

장소

남북문화체험센터/
오두산통일전망대

거제도
포로수용소

주제

주요내용

남북 문화 이질성 극복
방안 모색

남북 분단 현실과 북한주민의 생활, 한반도 미래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남북 통합문화센터 내 기획전시관 및
통합문화체험관을 방문하여 남과 북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관람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분단의 아픔을
함께 공감했다.

냉전시대 남북한
이념갈등과 한반도
역사에 대한 인식 제고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 포로를 수용하였던 거제포로수용소, 경남대학교
한마미래관 내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담론을 소개하는 ‘학교사전시실’,
해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해 전시한 ‘데라우치문고 전시실’ 등을
방문하였다. 이를 통해 냉전시대 남북한 이념갈등 및 한반도 역사 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현장체험 외에 특강과 사업
평가세미나를 진행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 포로를 수용하였던 거제포로 수용소, 경남대학교내
냉전시대 남북한
‘학교사전시실’, ‘데리우치문고전시실’ 등을 견학하고, 현장체험 외 특강과
이념갈등과 한반도
역사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평가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원도 고성

한반도 분단 인식 및
남북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모색

Date

Venue

Theme

Content

2021.5.21

Cultural Center for InterKorean Integration of the
Understanding on the Division of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and Exploring Ways for Integration
Odusan Unification
Observatory

Explored and experienced the reality of the divided Korea, life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Visited Planning Exhibition Hall and Integrated Culture Hall to
se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two Koreas. At Odusan
Unification Obseravatory, explored the life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shared pain of division.
Visited Geoje POW Camp that held North Korean and Chinese
prisoners during the Korean War, University History Exhibition
Hall that introduc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global
discourse, Terauchi Library that exhibited repatriated cultural
property in Hanma Future Building, Kyungnam University. Special
lectures and project evaluation seminar were also held.

2021.6.3

Geoje POW camp

Deepening of understanding on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and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2021.6.25

Geoje POW camp

Deepening of understanding on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and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Visited Geoje POW Camp that held North Korean and Chinese
prisoners during the Korean War, University History Exhibition Hall
and Terauchi Library in Kyungnam University. Special lectures and
project evaluation seminar were also held.

2021.11.1011.12

Gosung, Gangwon
Province

Recognizing the reality of the Divided
Korea and Exploring North Korea Policy
for Peace and Mutual Prosperity

Visited DMZ historical/cultural sites including DMZ museum,
Unification Observatory, the Korean War Exhibition and major
tourist attractions of Gangwon Province including inter-Korean
Immigration Office. The event was followed by special lectures and
project evaluation seminar.

Completion Ceremony
Date

Venue

2021.8.25
2021.9.29

graduate
Peter Moody, Ruoying Yu, Sijia Xu, Eva Motylinska

Conference Room

2021.12.20

Mark Kim
Liang Meihua, Motin Dylan, Cho Chanhyun, Owen Miller

DMZ 박물관, 통일전망대, 6.25전쟁체험전시장 등 DMZ 역사문화
지역을 탐방하고 동해 남북 출입사무소, 김일성 별장 등 강원도 일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였다. 현장 체험 이외 특강 및 사업 평가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수료식
일시

장소

2021.8.25
2021.9.29
2021.12.20

수료자
피터 무디, 우약영, 서사가, 에바 모틸린스카

대회의실

마크 킴
량미화, 모틴딜런, 조찬현, 오웬밀러
수료식 (2021.12.20) Completion Ceremony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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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심연학원

Simyeon Educational Foundation
학교법인 심연학원은 한마학원의 이념과 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

The Simyeon Educational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2007, inheriting the philosophy and spirit of Hanma Education

설립되었습니다. 심연학원은 북한대학원대학교를 통하여 북한·통일

Foundation. Simyeon Educational Foundation aims to dedicate to national prosperity·development and peace·unification of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고,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민족번영과 국가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the Korean peninsula by leading the research and education on North Korean studies and Unification with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nurturing expert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unification.

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The president of Anyang City Sport Council,
김선향 이사장

Gui-Jong Park donated 50 million won for the

Sun Hyang Kim / Chairperson of the Board

development of the foundation.
To celebrate this generosity, Chairperson of the
Board of UNKS, Sun Hyang Kim, presented Mr. Park
with a letter of appreciation on September 17th.

박귀종 안양시 체육회 회장은

On March 10th, Sun Hyang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of

On June 15th, Sun Hyang Kim published her photographic

학교법인 심연학원에

UNKS, published Golden Rose - Verse Diary 2 . This anthology

memoir The Days in Pictures - Photo Memoir . This six-chapter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of poems won Kim a Special Award at the 2021 Kim Dal-Jin

memoir is a historic record -- of inter-Korean relations,

이에, 학교법인 심연학원 김선향 이사장은

Literary Awards for her sublimation of a message of peace

diplomatic achievements, experiences at the Korean Red

into literature. The ordeals of Korea's division and Kim's own

Cross, among other moments in history, both personal and

experiences working as a vice-president and acting president

public -- all captured through the photo-stories of Kim's life.

9월 17일 감사장을 전달하였습니다.

of Korean Red Cross are embodied in 'Gold Rose'.

김선향 이사장은 3월 10일, 「황금장미-운문일기2」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시집은 남북분단의 원체험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비전을 황금장미로 체현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문학적으로 승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2021 김달진 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선향 이사장은 6월 15일, 사진 회고록 「사진 속 그날들」을 출간
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회고록은 김선향 이사장의 삶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외교적 성과, 대한적십자사
활동 등을 한 눈에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기록이 담겨
2021 김달진 문학상 특별상 수상(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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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사진 속 그날들 - Photo Memoir
The Days in Images - Photo Memoir

황금장미-운문일기2

Recipients and guests at the Kim Daljin Literary Awards,

Golden Rose - Verse Diary 2

November 3r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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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운영의 연장선에서 2005년에 개교한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NKS) was

and became a full-fledged independent institution for

대학원만으로 구성된 대학교입니다. 1989년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initially established in 1989 as the Department of North

graduate studies in 2005. UNKS has been recognized as

Korea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s School of Public

a leading academic institution specializing i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which later became a graduate school

North Korean and Korean unification issues and continues

in 1998. UNKS earned accreditation as a “professional

to strive for academic and research excellence.

설립을 시작으로 도약을 거듭한 북한대학원은 극동문제연구소의 축적된 연구
업적과 운영 경험에 기초해서 1998년 개원하였습니다. 본교는 2000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되어 북한·통일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graduate school” in 2000—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stablish a social educ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안호영 총장
Ho Young Ahn / President

통일대비 사회교육체계 수립

북한학 발전을 위한 허브(Hub)구축

북한·통일분야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Mecca of Research &
Education in North
Korean Studies and
Unification

Set an exemplary model for
specialized universities

북한대학원대학교

내외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들과의
폭넓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Build wide-ranging, diverse networks
with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at
home and abroad

Set up a hub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studies

Nurture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Raise public awareness of
unification issues

통일·북한 연구 및 실무 전문 인력 양성

연구교육의 메카

특성화 대학교의 모델 제시

통일문제의 사회적 관심 고취

Opening Ceremony of the 9th Leader’s Program for Unification Future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nam University (October 21st, 2021)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미래최고위과정

2021 북한인권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2021.10.25)

9기 개강식(2021.10.21)

안호영 총장은 10월 21일,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남대학교 통일미래최고위과정 9기 개강식에
참여하여 축사와 특강을 하였습니다. 10월 25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주관한 2021 북한인권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에서 안호영 총장이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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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ternational Experts Semina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ctober 25t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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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소개

Faculty

전임교수

교수진 주요 활동
김동엽 조교수

Dong Yup Kim (Assistant Professor)

•7월 10일,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에서 ‘통일

•Lecture on “‘2030 Generation’s Confidence on Future
Vision” at 2030 Peaceful Unification P-UZY Academy
(July 10th)
•Dedicated as a standing member and presented
directions of committee’s activity at the Peace &
Legislation Standing Committee of the 20th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ctober 5th)

미래비전에 대한 2030세대의 신뢰’를 주제로 강연
•10월 5일, 민주평통 20기 평화법제분과 워크숍에서 상임위원
구갑우 교수
Kab Woo Koo

김동엽 조교수
Dong Yup Kim

김성경 부교수/심연북한연구소장
Sung Kyung Kim

김 정 부교수
Jung Kim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 Director,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Associate Professor

박정민 교수/산학협력단장
Jeong Min Park

신종대 교수
Jong Dae Shin

양무진 교수/대외부총장
Moo Jin Yang

양문수 교수/교학부총장
Moon Soo Yang

Professor / Chairm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Professor

Professor / Vice President
of Public Relations

Professor / Vice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임명 및 분과활동 방향 발표

김성경 부교수

Sung Kyung Kim (Associate Professor)

•저서 「갈라진 마음들 : 분단의 사회심리학」이

•Awarded the 2021 “Sejong Culture Award” for the
publication Divided Hearts: Sociopsychology of Division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Policy,
Division of Peace & Prosperity
•Participated in the session “Understanding North Korea: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t the 2021 Jeju Forum

2021년 세종도서 상반기 교양부문에 선정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으로 활동중
유영수 조교수/기획조정처장
Young Soo Yu

이우영 교수
Woo Young Lee

Assistant Professor / Dean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Professor

•2021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세션에서 패널로 참여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전임교수 외에도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북한ㆍ통일분야 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The full-time faculty professors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re among the foremost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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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in their respective areas in North Korean and

신봉길(전 주인도대사) 석좌교수 위촉

unification studies. The faculty also includes endowed-

Appointment of Bong-Gil Shin (former ROK Ambassador to India) as an

chair, adjunct, invited, and affiliate professors.

endowed-chair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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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부교수

양문수 교수

•2월 22일, KBS 「남북의 창」 출연

•5 월 17일,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8월 10일, 유엔협회세계연맹 평화펠로우프로그램에서

제28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
•9월 7일, ‘김정은 시대의 개혁개방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차세대

“미중경쟁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특강

통일전문가 과정에서 특강

Jung Kim (Associate Professor)
•Interviewed with KBS program "Window of the Two
Koreas" (February 22nd)
•Lectured on “US-China Competi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Peace Fellows Program of the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WFUNA)
(August 10th)

신종대 교수

Jong Dae Shin (Professor)

•학술연구과제 「권위주의정권 시기 한국정치와 북한」이 교육부와

•S election of academic research project “The ROK’s
Politics and North Korea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to the 2021 Grand Series of Korean Stud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OK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 onducted research titled “The July 4th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and the InterKorean Dialogue: Inter-Korean Negotiation and
Diplomatic Response,” as part of “The ROK’s Diplomatic
Negotiation” project hosted by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 research to be published in early
2022
•Completed two-year term as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Cold War Studies (August 202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21년도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에 선정
•국립외교원이 주관하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 남북협상과 외교적 대응』을
수행하여 2022년 초 출간 예정
•2021년 8월까지 2년간 한국냉전학회 회장으로 활동

Moon Su Yang (Professor)
•Presented on "How to Understand North Korea's Change"
at the 28th Inter-Korean Relations Panels Discussion (May
17th)
•D elivered special lecture on “Status and Prospects of
Reform and Opening in the Kim Jong-un Era” at the Next
Generation Unification Experts Program (September 7th)

유영수 조교수
•2021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Linda Weiss(저),「미국이라는 거대기업을 움직이는 힘:
국가안보체제와 기업가적 혁신의 역학관계」를 공동 번역하여 출간
•11월 18일, 제7회 육군력 포럼에서 ‘평시 군사혁신의 역동성’을 주제로 발표

Young Soo Yu (Assistant Professor)
•Designated as 2021 Policy Advisory Member fo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C
 o-translated America Inc.?: Innovation and Enterprise in the National Security
•On November 18th, presented at the 7th Army Power Forum under the theme
“Dynamics of Peacetime Military Innovation.”

이우영 교수
양무진 교수
•4월 24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
•6월 8일,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정세평가 및 남북미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차 평화통일포럼에서 특강

Moo Jin Yang (Professor)
•A ppeared on TV program "KBS Live Late Night
Discussion" (April 24th)
•Lectured on “Evaluation on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North KoreaUS Strategy in the Biden Era” at the 1st Peace and
Unification Forum (June 8th)
086

•6월 11일, 민주평통 사회문화상임위원회에서 발제
•9월 15일, ‘분단사회에서의 평화교육’을 주제로 열린
2021 한반도 평화교육 국제포럼에서 사회
•10월 21일, 경찰청 감사장 수상

Woo Young Lee (Professor)
•Presented at the Society & Culture Standing Committee of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June 11th)
•M oderated session on “Peace Education in a Divided
Society” at the 2021 International Forum on Peace
Edu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September 15th)
•Received letter of appreciation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October 2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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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학위과정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6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진 학위과정에서는 북한ㆍ통일 연구 및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정책대안을

Consisting of six majors, the degree programs are dedicated to foster research specialists in North Korean Studies. The areaspecific curricula equips graduates with the ability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ntribute to issue-area problem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olving..

정치통일전공

군사안보전공

북한의 정치이념과 정치구조, 대외정책과 외교관계,

정전체제 및 한반도의 안보환경, 남북한의 안보군사정책,

남북한 통일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조선인민군의 지위 및 실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정치적 측면에

국제관계이론 및 전쟁연구, 정보화 시대의 남북한 군사,

대한 이해와 한반도 통일에 따르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국방과 경제의 관계 등을 집중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모색합니다.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Politics and Unification Studies

Military and Security Studies

Through a focus on North Korean political structure and

Main topics of study include the Korean armistice and the

ideology,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relations, inter-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policy, this major explores

policies of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s military

the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uture

strategy and power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 and

weapons), the military balance of the Korean peninsula,

policy programs that can lay the foundation for peaceful

and the position and status of the Korean People’s Army.

unification. Moreover, lectures on theories of policy making,

The study of these topics encourages the exploration of

unification, negoti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pecial

measures to cease hostil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theories on inter-Korean relations bring together theory and

Korea and to promot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olicy to cultivate professional expertise in this area of study.

peninsula.

2021 Course Offerings

2021 Course Offerings

•Lecture in North-South Relations
•History of Korean Communist Movement
•Study of Worker's Party of Korea
•Seminar on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Society and Human Rights
•Theory on North-South Relations
•Study of Current Issues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History of the Cold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History

•Theory on Military of North Korea
•Seminar i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Study of Party-State-Military Relations
•Security Policies of North and South Korea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Readings of North Korean Texts in Military Affairs
•Theory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방안을 모색합니다.

2021년 주요개설과목
•남북관계특강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조선로동당연구
•한반도평화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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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와인권
•남북한관계론
•남북한쟁점연구
•한반도국제냉전사연구
•한반도역사정치론

2021년 주요개설과목
•북한군사론
•군축및군비통제세미나
•북한의당정군관계연구
•남북한안보정책연구

•미국의대외정책
•북한군사원전연구
•동북아국제관계론

089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21 UNKS ANNUAL REPORT•북한대학원대학교

경제IT전공

법행정전공

Econom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Studies

Law and Administration Studies

북한의 경제체제와 관리체계, 경제정책, 남북한 간의

북한의 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Main topics of study includ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Through the systematic research of North Korean laws

경제협력, 무역 및 대외개방 문제, 자원, 환경, 국토개발

통치구조는 물론 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고합니다.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administration system, this major seeks to raise

Specifically, through scholarly exploration of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governance structure and

economic system and policy, industry, resources and land

the lives of its people. The course goes beyond the formal

및 인프라 구축현황 등을 교육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대한

법전이나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깊이 있는 지식을 함양하고, 남북한 경제 교류 및 협력에

살아 있는 법과 행정의 현실에도 주목함으로써 현재 진행

development, energy, infrastructure, opening and reform,

system of law statutes to consider how these laws actually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과학 기술,

중인 변화는 물론 향후의 변화도 예측하는 주요한 분야가 될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perate in reality. The core of this course includes analyzing

특히 IT분야를 고찰하고, 남북한 과학 기술 분야의 교류·

것입니다.

students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the influence of current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economy. The courses are designed to ultimately foster

on the change we see in present-day North Korea and

professionals to work and contribute in the areas of inter-

developing skills to predict future changes.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방안을 모색합니다.
2021년 주요개설과목

•북한경제론
•북한경제특강
•북한거시금융론
•북한경제시장화연구
•북한정보화론

2021년 주요개설과목

•한반도평화체제와법
•북한법개론
•북한의경제사회변동과법
•북한의민사법과형사법

2021 Course Offerings

2021 Course Offerings

•Theory on North Korean Economy
•Special Le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Macroeconomics and Finance of North Korea
•North Korea's Economy Marketization Research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

•The Peace Regime and Law of the Korean Peninsula
•Introduction to North Korea Law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Law
•North Korean Laws on Civil and Criminal Matters

Unification Education Studies

Society, Culture and Media Studies

This major critically examines people’s

This major considers a wide array of perspectives on the socio-cultural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the

and media aspects of North Korea. It encompasses both micro and macro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approaches on the subject, examining the psyche of North Korean people and

were reinforced and reproduced over

family structure,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the years. We also explore methods of

social system and its process of change and development. Other subjects of

developing among citizens the capacities

research include the exploration of cultural art, including literature, music, art,

통일교육전공

사회문화언론전공

분단체제를 재생산해 온 의식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삶과

검토하고,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며, 향후 남북한 화해협력과

necessary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live performances, and movies, together with the fundamental theories of North

필요한 시민의 능력과 그것을 발달시킬 수

평화공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 실무적 능력을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oal of

Korean culture and how it has changed over the years.

있는 방법을 탐구하여, 이론적 안목과 실천적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 예술

this major is to cultivate specialists in

능력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담당할 교육 전문가를

일반과 방송 · 언론을 고찰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unification education studies, competent

양성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식을 배양하고 문화언론 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남북한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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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conomic exchang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2021년 주요개설과목

2021년 주요개설과목

•남북한학교교육과정비교연구
•통일교육특강

•북한의가족과여성
•북한문화와질적연구방법론
•분단과화해의심리
•북한조선중앙TV연구

•북한사회론
•남북한사회문화교류와통합
•북한문화유산이해
•북한문화특강
•북한사회특강
•북한영화론

in both theory and practice.
2021 Course Offerings
•South-North Education Integration
•Special Lecture on Unification
Education

2021 Course Offerings
•North Korean Families and Women
•North Korean Cultur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Psychology of Division and Reconciliation
•Study on the North Korean Central TV
•Theory of North Korea Society
•Inter-Korea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Unificatio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Cultural Heritage
•Special Lecture on North Korean Culture
•Special Lecture on North Korean Society
•Study of North Korea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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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오리엔테이션

Freshman Orientation

학사안내, 학교ㆍ교직원 소개, 학생회 소개 등 신입생의 학교생활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매년 2회(2월,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olds freshmen orientation twice a year (February and August) to provide freshman

8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통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students guidance on school life from campus services to faculty and student council. This year’s orientation was held in a
hybrid format to allow students to attend virtually.

학위논문 연구발표회

Thesis Presentation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석사과정생의 논문작성 진작을 위해 매년 2회(4월, 10월) 학위논문 연구발표회를 실시합니다.

Twice a year (April and October), thesis presentation is held to help master’s students improve their theses. Supervisors and

발표회는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 발표로 이루어지며,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논문작성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생은 논문지도 수업을 통해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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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ttend the event, with the Q&A and discussion designed to offer practical advice on thesis writing. Doctoral students
receive guidance during thesis writ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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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식

Commencement Ceremony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매년 2회(2월, 8월) 학위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전기에는 석사 20명, 박사 5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고,

The commencement ceremony is held twice a year (February and August). This past February, the university conferred

공로상은 이규철(박사), 우수논문상은 강응천(박사), 나루세도모히로(석사), 박준우(석사)가 수상하였다. 후기에는 석사10명,
박사3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고, 공로상은 박용희(석사), 우수논문상은 정재용(박사), 김아영(석사)이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6일 학위수여식 (Commencement Ceremony (February 16th, 2021))

master's degrees on ten students and doctoral degrees on three students. In August, 20 students received their master’s
degrees and five received doctoral degrees. Yong-Hee Park (MA) won the Award of Honor and Jae Young Jung (PhD) and
Ah-Young Kim (MA) won the Outstanding Thesis Award.

2021년 8월 17일 학위수여식 (Commencement Ceremony (August 17th, 2021))

2021년 우수논문상 수상 논문

2021 Outstanding Thesis Award

북한학석사

North Korean Studies (MA)

•재일동포단체에 대한 남북 간 정책 비교
•북한 신년경축행사 변화에 대한 연구:
정치적 의례에서 미디어 이벤트로의 진화
•북한의 대미정상회담 협상전략 유형 연구:
제1·2차 북미정상회담 사례를 중심으로

•C omparison of Policies for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Resident Groups in Japan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New Year Celebration
Ceremonies in North Korea: An Evolution from Political
Rituals to Media Events
•A Study of Types of North Korean Negotiation Strategies
at the Summit with the US: Focusing on the 1st and 2nd
North Korea-US Summit

북한학 박사
North Korean Studies (PhD)
•북한 인민회의·인민위원회 연구:
주권기관의 수립과 변천 과정(1945∼1972)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한미동맹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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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ople’s Assembly and the People’s Committee in the DPRK: The Establishment and Transition
Process of the State Power Organs (1945~1972)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ROK Pursues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Testing the Partisan and
National Power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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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북한연구소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심연북한연구소는 북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 제시와 북한학 진흥을 위하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설립한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입니다. 본교는 북한 사회를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고자
2012년 북한미시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이를 확대 개편하여 심연북한연구소로 재출범함으로써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INKS) is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ion established at
UNKS to promote a fresh approach to this growing field of study. Originally established in 2012 as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North Korean Life to advance research on North Korean society and everyday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institute
was restructured and renamed in 2016 as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to further expand the boundaries

연구 영역을 보다 확장시켰습니다. 심연북한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of its research areas. By developing relevant content and agenda, and introducing modern theories and methods, INKS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ontinue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future of North Korean studies. INKS manages SSK Project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INKS has carried out a variety
of academic activities.

학술회의

Academic Conference
Title

Transition of Minds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Date

June 30th, 2021

Host

SSK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Place

Jungsan Hall / Webinar

T h e c o n f e re n c e c e l e b r a t e d t h e 1 0 - y e a r re s e a rc h
achievements of SSK projects carried out by INKS.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by experts
세션 1. 키노트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장)

covered politics, sociology, and studies of Korean minds. The

Session 1. Keynote Speaker Woo Young Lee (Head of SSK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panels and participants discussed the relationship mediated
by nonhuman actors,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세션 1. 키노트

approaches centered on human actors. The conference was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장)

a meaningful event to view the Korean Peninsula issues

주제

한반도 ‘문제’의 마음적 전환: 행위자, 장소 그리고 페미니즘

일시

2021년 6월 30일

주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세션 2. 분단적 마음과 장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사회 이수정 (덕성여대)

장소

통일관 정산홀 / 웨비나

•발표 김태경 (북한대학원대), 조은성 (서울대), 김준수 (카이스트)

through the lens of actor, place and feminism and to explore
diverse directions of studies on the Korean mind.

Session 1. Keynote Speech
•Lee Woo-Young
(Director, UNKS-SSK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Session 2. Minds of Division and Place
•Moderator Lee Soo-Jung (Ducksung Women’s
University)
•Presenter Kim Tae-Kyung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Cho Eun-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Jun-Soo (KAIST)
•Discussant Cho Young-Chu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ung Hyang-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wang Jin-Ta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 3. Possibilities/Impossibilities of Integration of
Minds
•Moderator Choi Wan-Kyu (Shinhan University)
•Presenter Lee Na-Mi (Kyung Hee Cyber University),
Kim Elli (SungKongHoe University),
Choi Sun-Kyung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iscussant Kim Jin-Ho (former The Christian
•D
Institute for the 3rd Era), Kang In-Hwa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Kyung-mook (Shinhan University)

•토론 조영철 (전북대), 정향진 (서울대), 황진태 (서울대)

심연북한연구소가 수행해 온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세션 3. 마음통합 불/가능성

10년간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학술회의로서 정치·사회학

•사회 최완규 (신한대)

및 마음 연구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발표와 토론을

•발표 이나미 (경희사이버대)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인간 행위자 중심적 사고에서

김엘리 (성공회대)

벗어나 비인간 행위자가 매개하는 관계성에 관한 논의가

최선경 (북한대학원대)

이루어졌고, 한반도 문제를 행위자, 장소, 페미니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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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진호 (전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새롭게 바라보고자 시도하며 마음통합 연구의 다양한

강인화 (서울대)

방향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경묵 (신한대)

세션 2. 분단적 마음과 장소

세션 3. 마음통합 불/가능성

Session 2. Minds of Division and Place

Session 3. Possibilities/Impossibilities of Integration of M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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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Conference

학술회의

Title

The Era of Transition, Reflection on Peace
and Exploration of Alternatives

Date

December 6th, 2021

Host

SSK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Jeju Peace Institute

Sponsor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lace

Jeju Peace Institute

SSK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Jeju Peace Institute co-hosted
this conference to re-interpret and reflect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e future-oriented alternatives
with the scheduled launch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n 2022. The conference explored the interests
on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mong its neighboring
countries and sought to enhance problem solving capability
led by South Korea and to drive a productive discussion
주제

전환의 시대, 평화에 대한 성찰과 대안의 모색

일시

2021년 12월 6일

주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한국연구재단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2022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재해석과 성찰, 미래지향적 대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평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살피고, 지속가능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 주도의 문제해결

from academia.

Opening Remarks
•Han In Taek (President, Jeju Peace Institute)
•L ee Woo-Young (Director, UNKS-SSK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Session 1
•Moderator: Lee Woo-Young (UNKS-SSK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Presenter: “Is Transition of Mind in Social Integration
is Possible?” Kim Sung Kyung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Peace Discourse Rearranged
by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Media” Choi
Jonghwan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Discussants: Lim Haeyong (Jeju Peace Institute), Ryu Ki
Eu (Jeju Peace Institute)
Session 2
•Moderator: Choi Dae Seok (Ewha Womans University)
•Discussants: Alec Chung (Jeju Peace Institute), Koo Kab
Woo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Moon Soo Yang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Oum Hyun Suk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Choi Sun-Kyung (Univ. of
North Korean Studies)

환영사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이우영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장
세션1
•사회 이우영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발표 “사회통합의 마음적 전환은 가능한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남북한 언론이 재구성한 평화 담론의 비판적 분석”
최종환 (북한대학원대)

역량을 키우는 한편, 학계의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고자

•토론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유기은 (제주평화연구원)

합니다.

세션2 라운드 테이블
•사회 최대석 (이화여대)
•토론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엄현숙 (북한대학원대),
최선경 (북한대학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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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Special Lecture

전문가 초청 특강
일 시

2021년 1월 5일 / 2021년 1월 22일 (2회)

Date

January 5th and 22nd, 2021 (2 times)

장 소

온라인 비대면 방식

Place

Online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는 이현정(서울대), 이현옥(연세대)을 초청하여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성에 기반한 전문가의
발표 및 마음통합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방안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사회과학 네트워킹 합동 심포지엄
일 시

2021년 2월 26일

장 소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 / 웨비나

주 제

2030세대의 통일인식: 착각인가? 무관심인가?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는 한국사회과학 네트워킹 제3차 합동 심포지엄
이슈배틀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이슈배틀에서는 이우영 센터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주화(통일연구원), 엄현숙(북한대학원대)이 대담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통일인식 특성 분석 및 향후
통일인식 논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invited Hyun-J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yun-Ok Lee (Yonsei University) and held Experts
Special Lecture on Feminism. The lecture had onsite-based presentations and
an in-depth discussion whether feminism can expand the horizon of studies
on the integration of minds.

SSK-Networking Joint Symposium
Date

February 26th, 2021

Place

Cha Mirisa Memorial Building, Duksung Women’s University / Webinar

Theme

The “2030” Generations Perception on Unification:
an Illusion or Indifference?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participated in the Issue Battle
of the 3rd SSK-Networking Joint Symposium. Woo Young Lee, the president
of the center, moderated the symposium and Joo-Hwa Park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Hyun-Sook Uh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ad a vigorous discussion as panelists. The symposium analyzed
the age-based perceptions on unification including college students and
discussed the directions of the perceptions on unification for the future.

Internationalization Workshop

국제화 워크숍

Date

March 6th, 2021
Online

일 시

2021년 3월 6일

Place

장 소

온라인 비대면 방식

Theme Divided Minds of the World and Integration of Korean Minds

주 제

세계의 분단된 마음과 한반도 마음 통합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hosted an international workshop
with panelists including Dong-Ki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Hee-Kyung Jang (Universität
Duisburg-Essen.) During the workshop, the panelists discussed multi-layered
integration centering on the German case and reviewed the remaining
challenges of mind integration in Germany after the reunification from
structural, policy, and sociocultural views. The workshop carried out rich and
fruitful discussion on the meaning of integration.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가 개최한 국제화 워크숍에서는 이동기 (강원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희경(뒤스부르크-에센대) 등 국제정치 및
마음통합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된
통합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독일
내 마음통합의 과제를 구조적, 정책적,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통합의
의미를 다시금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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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Academic Conference

공동 학술회의
일 시

2021년 7월 9일

Date

July 9th, 2021

장 소

온라인 비대면 방식

Place

Online

주 제

한반도 정세 전망과 신안보 이슈

Theme Prospec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w Security Issues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로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개발협력 등

Co-Host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the conference had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ith panelists from
diverse fields including politics, military, economics, socie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e theme “Integration of Korean Minds: Conflicts and Peace,” the third session had
presentations by Mun-Soo Yang, Hyun-Sook Uhm and Jong-Hwan Choi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moderated by Woo-Young Lee (Head of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During the fourth session with the theme “New Security Issues and North
Korea,” Tae-Kyung Ki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ed on” North Korea’s
Health Security Responses on Covid-19”.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북한 마음통합:
갈등과 평화”를 주제로 한 제3회의는 이우영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장의
진행 하에 양문수ㆍ엄현숙ㆍ최종환(북한대학원대)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제4회의에서는 “신안보 이슈와 북한”이라는 제하에서 김태경(북한대학원대)의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보건안보 대응 전략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콜로키움

Colloquium
일 시

2021년 8월 11일 ~ 20일 (4회)

장 소

온라인 비대면 방식

주 제

남북한 마음 읽기 – 갈등, 이해 그리고 통합

1회차(11일)는 방희경(서강대)의 “탈북민 출연 프로그램의 의미의 정치, 정동의
정치”, 2회차(13일)는 허지영(서울연구원)의 “고질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본

Date

August 11th ~ 20th (4 times), 2021

Place

Online

Theme

Theme: Understanding the Minds of the Two Koreas – Conflict,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The Colloquium consisted of 4 sessions. In the 1st session (Aug. 11th) Hee-Hyung Bang
(Sogang University) presented “The Meanings of Politics and Affective Politic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TV Shows.” In the 2nd session (Aug. 13th), Ji-Young Heo (Seoul
Institute) present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Peaceful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ractable Conflict.” In the 3rd session (Aug. 18th), Hyuk-min
Kang presented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Deep Conciliation.” In the 4th
session (Aug. 20th), Bond Dae Choi (Individual Researcher) presented “North Korea’s Policy
of building a ‘civilized socialist state’ - Its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The colloquium
explored understanding the minds of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the aim of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from the viewpoints of conflict,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while sharing diverse approaches applicable to studies on integration of minds.

남북갈등과 남남갈등”, 3회차(18일)는 강혁민(강원대)의 “최대주의 화해로 보는
남북통합”, 4회차(20일)에는 최봉대(독립연구가)의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그 함의”를 주제로 진행된 콜로키움에서는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에서 지향하는 ‘남북한 마음 읽기’에 대하여
갈등·이해·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마음통합 연구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일 시

2021년 8월 26일

장 소

온라인 비대면 방식

Date

August 26th, 2021

주 제

The 12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Place

Online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는 The 12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itle

The 12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Asia Scholars (ICAS 12)에 패널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formed a group of panelists and participated
online at the 12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The convention covered world
politics and East-Sea immigration issues by researchers from ROK and Japan including SunKyung Choi, Tae-Kyung Kim, Sung-Hee Ki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oung-Ho
Oh (Tottori Univeristy) and Mori Domoomi (Setsunan University).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국제 정치와 이주 현상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선경ㆍ김태경ㆍ김성희(북한대학원대),
오영호(돗토리대), 모리 도모오미(세츠난대) 등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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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Publications

현대북한연구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북한연구」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철학, 과학사 등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북한 관련 종합학술지입니다.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북한 연구를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1998년에 창간되었으며, 연 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제24권 제1호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published by Simyeon Institute on North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s a comprehensive academic journal on North Korea, encompassing the politics, economy, sociocultural studies,
history, philosophy and science history of North Korea.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in 1998 to foster research and deepe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studies. The journal is published three times a year.

발간일 2021년 4월 30일

1.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 최선경(북한대학원대)
 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 최진환(세현고)
2. 8
 한 산림학술지에 나타난 산림연구 특성 분석과 이를 기초한 산림협력 방안 /
3. 북
최현아(한스자이델재단) · 임철희(국민대)
 한의 외교적 친소(親疏)와 인권개선 권고의 관계 분석: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를 중심으로 /
4. 북
황준호(북한대학원대)
 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
5. 북
김보민(이화여대)

Vol. 24, No 1.

1. Mobile Phone Use and the ‘Trust’ Network of Market Activity in North Korea / Choi, Sunky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Co-hosting of the 1988 Seoul Olympics / Choi, Jin Hwan (Sehyun High School)
3. Fores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st Research / Choi, HyunAh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OJEong Resilience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Lim, Chul-Hee (Kookmin University)
4.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iplomatic Intimacy and Recommendations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wang, Jun H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5. Changes in the Discourse on ‘Nation Firstism’ in North Korea / Kim, Bomin (Ewha Womans University)

Vol. 24, No 2.
제24권 제2호

발간일 2021년 8월 31일

 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정치적
1. 김
의미를 중심으로 /김상범(경남대)
 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북한의 권력에 관한 연구: 1953~1970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성립
2. 평
시기를 중심으로 /이종겸(서울대)·정현주(서울대)·김희정(동국대)
 북한 중학교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남한 2015 개정교육과정과 북한 2013 제1차
3. 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중심으로 /최진환(북한대학원대)
 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교류협력 방향 /최현아(한스자이델재단) · 김관호(한국농어촌공사)
4. 김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1.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정책 동향 연구 / 김명신(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은 시기 방송광고 유형 변화 및 특징: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
2. 김
박순화(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전통문화의 문화유산화 과정과 주민 일상의 변화: 전통명절, 조선옷, 민족음식의
3. 북
비물질문화유산 지정과 주민 생활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 권혁희(강원대)
 한이탈주민의 송금분석: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중심으로 / 김경렬(북한대학원대)
4. 북
 일통일 후 동독출신자의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 /
5. 독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ㆍ이우영(북한대학원대)
 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학: 5차 화폐개혁 이후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6. 북
윤철기(서울교대)

104

Date 2021-8-31

1. A Study on Kim Jong Il’s Leadership Succession Process: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ion in December 1972 Kim,
Sangbum (Kyungnam University)
2.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Power Relations in North Korea through the Discourses of City Beautification of Pyongyang:
Establishment of Kim Il Sung’s Monolithic Rule between 1953 and 1970 / Lee, Jong Kyum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
Hyun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Heejung (Dongguk University)
3.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s of South and North Korea: South Korea’s 2015
Revised Curriculum and North Korea’s First Comprehensiv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 Choi, Jin Hwa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4.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y and the Direc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Kim Jong Un Era / Choi, Hyun-Ah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OJEong Resilience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 Kim, Kwan-Ho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Vol. 24, No 3.
제24권 제3호

Date 2021-4-30

Date 2021-12-31

1. A Study on the Policy Trend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in North Korea / Kim, Myoung-Shin(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References on KCTV in the Era of Kim Jung Un / Park, Sunhwa(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3. Cultural Heritage Process of North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hanges in everyday life: Focusing on the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raditional holidays, Korean costume, and national food and changes in the people's living culture
/ Kwon, Hyeokhui(Kangwon University)
4. Remittanc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Actor Network Theory / Kim, Kyoungryeol(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5.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Attitude about the German Unification of East Germans / Yang, Kyemin(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ㆍLee, Woo 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6.Politics of Dollarization in North-Korea: Focusing on the Changes of State-Society Relation since the 5th Currency Reform /
Yoon, Cheol-G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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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Books

STILL COLD WAR?: PERSPECTIVES ON INTERKOREAN PEACE AND RECONCILIATION
기 획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펴낸곳

Seoul Selection

발행일

2021년 8월 15일

STILL COLD WAR?는 냉전과 신냉전의 이중 교착 상태에 갇혀 있는

STILL COLD WAR?: PERSPECTIVES ON INTER-KOREAN PEACE AND RECONCILIATION
Planner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Publisher

Seoul Selection

Publication Date

Aug. 15, 2021

This book is an anthology of articles on national

In 2012,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military

(INKS)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launched

tensions following the Korean War (1950–1953) have yet to

a 10-year project on North and South Koreans’ maŭm in

남북 관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을 탐구하고 통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be resolved. To be specific, this collection of studies explores

relation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ir emotional

과제로서 ‘민족 화해’를 모색하는 연구 결과를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spects of inter-Korean

attitudes toward each other. The National Research

국제환경 등 객관적 요소가 아닌 정서, 정신 등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relations.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this project, selecting

The present work examines the possibilities of peace

INKS as a participant in the Social Sciences Korea (SSK)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program through which the NRF promotes research in the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를테면, “사회문화 차원에서
남북한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통일 한국의 구성원들이 사고방식의

subjective elements such as emotion and psyche—not

field of social sciences. Thus, scholars affiliated with INKS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objective fact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in

have produced hundreds of academic articles and dozens of

개별 논문의 주제로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인식,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inter-Korean relations. Maŭm, a Korean word meaning mind

books about emotion and maŭm in inter-Korean relations.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 통일 문제에 미치는 영향, 베를린에

and heart, is the key concept upon which all the studies in

The articles in the present work are a small portion of this

this book draw. Understanding each other’s maŭm could be

research project, spanning from 2012 to 2021.

거주하는 한인들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한 반미정서의 근원,
분단문제를 다룬 영화들에 나타난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인식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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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tal prerequisi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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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그 이후를 생각하다

Integration and Beyond

기 획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Planner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펴낸곳

사회평론아카데미

Publisher

Sapyoung Academy

발행일

2021년 4월 9일

Publication Date

April 9th, 2021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에서 앞서 펴낸 책들이 남과 북의
‘마음’이 만나고 통하는 지점을 비교하였다면, 이 책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마음통합 문제를 바라보며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였다.

While the former publications of the Center for Integration

Beyond” aims to expand an imagination on unification

of Korean Minds compared the crossing point of the two

which used to be stuck, give us an opportunity to review

Koreas, “Integration and Beyond” views integration of

fundamental themes related to unification and predict

minds at the global level and explores new perspectives.

conflicts challenges that might arise beyond the Korean

현재의 남북한뿐만 아니라 과거의 한반도, 영국, 독일 등 해외

The publication covers case studies of not only South and

peninsula and after th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and to

사례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갇혀 있었던 통일에 대한

North Korea but also the past Korean peninsula and foreign

be able to create subsequent policy measures.

상상을 확장시키고 그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통일 이야기를

countries including the UK and Germany. “Integration and

우리 곁으로 끌어와 통일과 관련된 근본적인 주제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공간적으로 한반도 맥락을 벗어난 차원을,
시간적으로는 ‘통일ㆍ통합 이후’ 겪게 될 갈등과 문제를 예측하여
정책 방안으로 연결 짓고자 하는 책이다.

Table of Contents
Part 1. A Sketch of North Korean Mind
Chapter 1. North Korea’s Two “Mind of Peace” in the 1950s – Tae-Kyung Kim, Kab Woo Koo and Woo Young Lee
Chapter 2. Changes in the mindset of North Korean Citizens on the Depletion: Focus on the Choson Sinbo – Hyun-Sook Uhm

목차

Part 2. Imagination beyond the Country Framework

제1부 북한적 마음의 단편
•1장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김태경, 구갑우, 이우영
•2장 결핍에 대한 북한 주민의 마음 변화: 『조선신보』를 중심으로 -엄현숙
제2부 국가 틀 밖의 상상력

Chapter 3. The Border Formation around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and Hybridity of “Joseon People” : Focus on the
Colonial Period and Cold War – Seon-Kyung Choi
Chapter 4. Politics of Director Yang-Il Choi’s Films on De-nationalism: A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ns in Japan – Hyang-Jin Lee
Chapter 5. A Relational Understanding of ‘Senses of Well-being’ of North Korean Immigrants in the U.K. – Soo-Jung Lee

•3장 북·중 접경지역의 국경 형성과 ‘조선인’의 혼종성: 식민시기와 냉전시기를 중심으로 -최선경

Part 3. Challenges after Integration

•4장 최양일 감독의 탈국가주의 영상 정치학: 다문화사회와 자이니치 -이향진

Chapter 6. Germany’s Division and Reunification through Experiences of South Korean immigrants in Berlin – Jin-Heon Jung

•5장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안녕감’에 대한 관계적 이해 -이수정
제3부 통합 이후의 문제들
•6장 베를린 한인 이주민들의 경험으로 본 독일의 분단과 통일 -정진헌, 이은정
•7장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and Eun-Jung Lee
Chapter 7. The Impact of Perception on Social Cost of Unification of Korea on the Degree of Support on Unification: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n Generational Perception on Reunification of Germany – Gye-Min Yang
Chapter 8. An Uncomfortable Truth: Problems and Potential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the Scenario of Korean
Reunification - BongKi Lee, Harness Mosler

중심으로 -양계민
•8장 불편한 진실: 남북통일 시나리오에서 조선로동당이 지닌 문제점과 잠재력 -이봉기, 하네스 모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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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 분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 획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펴낸곳

에코톤

발행일

2021년 09월 23일

How to Overcome the Division in Our Mind
Planner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Publisher

Ecotone

Publication Date

September 23rd, 2021

The Center for Integration of Korean Minds has sought

“mind” which encompasses emotion, feeling and mentality

to expand the fields of North Korean · Unification Studies

that hugely affects communication. Under this context,

and suggested ways to upgrade and implement unification

the publication pursues the value of integration as well

영역을 확장하고, 기존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여 진일보한

discourse by overcoming the limits of conventional

as focusing on “mind,” to analyze how the two Koreas

통일 담론과 실천 양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남북 사람들이

approaches. Among various factors including ideology and

communicat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ommunication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념, 가치관 등의 요소 중에서도 특히

perspectives that block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fundamental mechanisms behind it.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는 지난 1 0 년 동안 ‘마음’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인식론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통일연구의

상호작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 정서, 사고방식을

“How to Overcome Division in Our Mind” focuses on

포괄하는 ‘마음’에 주목했다. 이런 맥락에서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마음’에 주목하여, 남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그 바탕에서는
어떤 기제들이 작동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Table of Contents
ⅠIntro. Mind of Koreans and Integration – Woo Young Lee
ⅡIntegration of Mind and Exchange in Civic Society

목차

Ⅰ. 서론 한반도 마음과 통합 -이우영

1.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and Enhancement of Mutual Capacity – Dong-Jin Kim
2. Peace Trip of Korean Youth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o North Korea-China border – Myung-Shin Kim

Ⅱ. 마음통합과 시민사회 교류
1. 한반도 평화와 상호역량강화 - 김동진
2. 한중일 동포 청소년들의 북중접경지역 평화여행 - 김명신
3. 남북 어린이 만남을 통한 함께 살기 준비 - 이성숙
Ⅲ. 마음통합과 공공 영역
4. 서울시 평화·통일 문화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제안 - 문인철
5.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및 사회통합 사례 -김현아
6. 여성 중심의 북한이탈주민과 (재)구성된 가족의 현재성 - 권금상
Ⅳ. 마음통합과 평화·통일교육
7. 너와 나 함께 여는 어울림 교육 - 이종숙
8.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평화교육 - 주예지
9. 감성교육 중심의 평화 · 통일교육 - 여현철

3. Preparation for Co-Living through Meeting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Children – Sung-sook Lee
ⅢIntegration of Mind and Public Domain
4. Evaluation and Suggestions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roject to Build Peace · Unification Culture –
In-Chul Moon
5.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of Gyeonggi Province and the Social Integration Cases – Hyun-Ah Kim
6. The Present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Structured Families Centered on Female – Keum-Sang Kwon
ⅣIntegration of Mind and Peace · Unification Education
7. Harmony Education of Together, You and Me – Jong-Sook Lee
8. Peace Education to Cultivate Peace Sensibility – Ye-Ji Joo
9. Peace · Unification Education Focused on Emotional Education – Hyun-Chul Yeo
10.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eace ·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of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Mi-Kyung Lee
ⅤConclusion. “The Transition of Mind” in Implementing Unification and Peace – Hyun-Sook Uhm

10. 통일교육원 평화 ·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과제 - 이미경
Ⅴ. 결론 통일과 평화 실천에서의 ‘마음적 전환’ -엄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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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미래최고위과정

Leaders Program for Unification Future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미래를
만들어 갈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사회적 기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통일미래최고위과정」은 현장감 있는 최신 자료와 고급
정보에 기초한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북한ㆍ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고도의 분석력과 정책
제안 능력을 함양하고 각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개강한
제3 6 기는 총 1 3 개의 강좌로 운영되며, ‘한반도
비핵ㆍ평화와 남북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글로벌한
맥락에서 성찰하고, 미래지향적 전략을 모색해 보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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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강사

1강

입학식 -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안호영(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2강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 지속과 변화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3강

비공개라운드테이블

4강

오늘의 북한경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강

북한의 역사기록과 『북조선실록』

김광운(경남대학교 석좌교수)

6강

평양과 평양 밖 사람이야기

강동완(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장)

7강

남북한 미술 교류협력

이동천(미술품 감정가)

8강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9강

오늘의 북한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류현우(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10강

독일 통일 새로 보기 : 평화정치의 의미와 통합 실패의 교훈

이동기(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11강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조건과 전망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2강

현장학습

13강

수료식 - 한반도 생명·보건공동체 구축의 비전과 전략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stablished

recommendation capabilities. Commencing in September

education programs to nurture responsible leaders that work

2021, the 36th program consisted of 13 lectures centered

toward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n the theme “Where Is Denuclearization and Peace of the

contribute to society. As a part of its “Leaders Program for

Korean

Unification Future,” UNKS provides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Headed?”, reflecting

up-to-date materials, quality lectures, and strategy setting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 from a global view

based on high-level information, helping attendees

and exploring future-oriented strategies.

of the program to develop analytical skills and policy

신희영(대한적십자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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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

Gyeonggi Leaders Program for Unification Education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Ho Young Ahn (Presi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Hankyu Lee (Vice Governor Ⅱ for Administrative
Affairs, Gyeonggi Province)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소양을 갖추게 하는 데 목표로 합니다. 2021년 9월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as designated as

provincial agencies. Commencing in September 2021, the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

개강하여 8주에 걸쳐 진행된 제1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the managing institution of “Gyeonggi Leaders Program

first program was held for 8 weeks, serving as a forum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은 한반도 평화ㆍ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최고위과정」 은 경기도의 공무원, 도의원, 도산하 공공기관

도모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경기도의 평화 협력 비전

임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평화ㆍ통일 담론을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for Unification Education,” which operates a variety of

to deepen understanding on peaceㆍunification of the

society education programs. “Gyeonggi Leaders Program

Korean peninsula and providing help to carry out policies for

for Unification Education” aims to be equipped with

Gyonggi Province’s peaceful cooperation vision.

capabilities to lead the peace era of the Korean peninsula
for civil servants, provincial members and executives of

 학식 / 평화의 오솔길을 내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1강 입
독일 통일의 교훈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MZ의 평화적 이용과 경기도 :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강 D
 경의 평화공간적 이용과 평화학 : 국제비교 및 경기지역에 대한 함의 백지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3강 접
 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4강 남
 론 속의 통일 한국 : 불완전 주권국가의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5강 여
 문체험적 평화통일교육과 경기도 : DMZ접경지역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
6강 인
 반도 전쟁 혹은 평화 : 군사안보적 관점으로 본 남북관계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7강 한
8강 수료식 / 평화, 통일의 관계 설정과 평화통일교육 : MZ세대와 평화통일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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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개강식 (2021.9.1)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Online Opening Ceremony

Jaekang Lee (Vice Governor for Peace,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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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Student Council

북한대학원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는 ‘하나를 위한 모두,

적응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를

The 24th Student Council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ents under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

모두를 위한 하나’를 모토로 2021년 활발한 활동을

개최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어려움 속에 다채로운 행사와

Studies carried out vigorous activities in 2021, with the

council could not host many events as usual due to the

motto “All for One, One for All.” In particular, by providing

pandemic, the council put efforts to form a long-held

“A Guidebook for Wise Campus Life at UNKS” and

tight community between students by hosting events and

“Mentoring Program for Class Enrollment,” the council

providing support measures.

펼쳤습니다. 특히 학교생활의 유용함을 담은 「슬기로운

지원으로 북대의 전통인 선후배 간의 끈끈한 공동체 형성을

북대생활 가이드북」과 ‘수강 신청 멘토링 제도’를 통해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학생, 신입생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에 잘

supported the adjustment of students including freshman

스승의날 행사

Teacher’s Day Event

「학인」 발간

Publication of “Hakin”

북한대학원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매년 북대인의 이야기를 담은

Every year, the Student Council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ublishes “Hakin” that contains stories of
UNKS people. The 23rd edition of Hakin served as a bridge
among members of UNKS including faculty, graduates and
student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communicate.

「학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기’라는 모토로 발간된
「학인」 제23호는 교수진, 졸업생, 재학생 등 북한대학원대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지식을 공유하는 소통을 위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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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 MOU-UNKS North Korean Studies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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