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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해외 북한
연구자들과 국내 북한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펠로우십 프로그램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화된 학술 프로그램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특별 강연, 남북 분단현장 방문 및 문화체험, 세미나, 전담/지도 교수제 등을 통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기존 학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타 기관 및 학회 연계 학술 행사
등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학술 활동 및 대외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펠로우 특강 세미나 ①

일

시 : 2022년 5월 4일 (수) 14:00~16:00

장

소 : 온라인 화상(Zoom)

주

제 : 탈북 청소년 정착 문제

강 연 자 : 정수화(북한이탈주민재단 교육지원부장)
주요내용 : 펠로우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수화 교육지원부장 초청 특강이 열렸다. '탈북 청소
년 정착 문제'라는 주제로 탈북 청소년 교육 및 생활시설 실태 전반에 대해 소개한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정수화 교육지원부장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이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반영한 사업들이 실시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우 특강 세미나 ②

일

시 : 2022년 5월 12일 (수) 10:00~11:30

장

소 : 온라인 화상(Zoom)

주

제 : Where is Washington on North Korea Policy?

강 연 자 : 토비 달튼(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
주요내용 : 토비 달튼(Toby Dalton)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을 초청하여 ‘Where is
Washington on North Korea Policy?’을 주제로 제1차 해외전문가 초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군비경쟁 현황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관심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이후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밀려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알림사항
[2022 펠로우 선발]
2022년 6월부터 선발된 3명의 펠로우십 연구자(니시노, 듀베이, 마논)가 참여한다. 2023년 펠로우 모집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연구활동 내역]
1. Peter Ward Fellow
일 시 : 5월 25일(수)~27일(금)
구 분 : 토론
주 제 : The Role of North Korea Sanctions In A Post-COVID World
프로그램명/기관 : East Coast Exchange/Korea Risk Group (NK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