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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제71차 통일전략포럼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2023. 1. 1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0일(화) ‘제71차 통일전략포럼’
(웨비나, 동시통역)을 개최했다.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통일전략포럼은 북한의 정치·군사·경제·대외·대남 총 5개 세부 
주제에 대해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정치 분야 평가 및 
전망’을,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북한 경제 분야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치 분야는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이, 군사 분야는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
여대 교수가, 경제 분야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애 길림대 
교수가 각각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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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세션에서는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을,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외분야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웅현 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가, 대남분야는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난 중국 사회과
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토론하였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연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하여 연구자, 
연구기관, 정부 등에 배포하였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언론보도

  제71차 통일전략포럼과 관련해서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오마이뉴스, 
아시아 경제,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 뉴스통신사, 일간지 등에서 많은 취재와 
보도가 있었다.

  연합뉴스는 1월 10일 “전문가 ‘북 핵탄두 2026년 최소 100개’...핵실험 전망은 
엇갈려” 제하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 
발표를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는 1월 10일 “전문가 ‘북 핵탄두 2026년 최소 100개’...핵실험 시기 
전망은 엇갈려” 제하로 토론자로 나선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2023년은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꺽어지는 해)으로 전술핵 성능
시험을 위한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발표를 보도하였다. 

  오마이뉴스는 1월 10일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 긴장 완화 해법은 있는가?” 
제하의 보도에서 각 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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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2023년 미중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

2023. 1. 1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6일(월), ‘2023년 미중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진핑 집권 3기에서의 양안관계와 한반도와의 상관성 등에 대해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총 4개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문흥호 한양대 교수가 ‘시진핑 집권 3기, 대만해협·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박한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이 ‘경제안보와 대만과 한국기업의 
활로: 대립 혹은 상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치 분야는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경제 분야는 박상수 충북대 교수가 각각 
토론했다.

  제2세션에서는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가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 전망과 한반도와의 상관성’을,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이 
‘대만해협 충돌 위기와 對 한반도 안보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외교 분야는 공유식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군사 분야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이 각각 토론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연구자, 연구기관, 정부 등에 배포하였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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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북한이탈주민 초청 라운드테이블

2023. 1. 1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8일(수), 고위직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다루어진 경제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식량문제,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 상황, 김정은 시대의 고위직 인사교체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 2023 한반도 정세 전문가 세미나

2023. 1. 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30일(화), ‘2023 한반도 정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성렬 전 주일본오사카 총영사가 “한국의 지정학 리스크와 외교안보 대응방향”,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을 주제 발표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前 통일부 장관),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이영훈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 평화센터장, 이혜정 중앙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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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서 발간 

한반도포커스 한반도 포커스 2023-0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2023. 1. 16. 박영준, 조진구, 박성빈, 권태환, 송화섭,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고 
담론을 주도해왔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2023년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북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담론 형성과 심층적인 
연구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나 
주요 현안 발생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전후 일본 방위정책 혹은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정책문서 세 가지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번에 출간한 책자는 세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평가하였다.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와 함께 일본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집필에 참여하여 일본 측 시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목  차> 

총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 박영준(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교수)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 박성빈(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교수)

‘국가방위전략’ 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 권태환(전 주일국방무관)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와 함의
 - 자위대 체제, 방위력증강 7대 사업,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 송화섭(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일본 전문가가 보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 겸 부총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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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202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연차보고서

2022.12.31.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매년 학술·연구활동과 
전문가 육성 등 결과의 정리·기록을 위해 합동으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은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과 북한대학원
대학교 개교 33주년이 되는 해로써 여러 가지 기념행사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총 정리하여 『2022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념행사 결과, 국제학술회의, 학술활동, 연구결과물, 추진
사업 등 1년간 진행된 성과와 함께 극동문제연구소 50년 사진
자료, 북한대학원대학교 33년 사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연구기관, 정부, 외국 대사관 
등에 책자 배포와 함께 책자파일을 온라인으로 배포하였고,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목  차> 

연구소 소개
|특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3주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연구 활동

· 학술활동
· 연구결과물
· 학술교류 및 교육활동
·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

북한대학원대학교
|부록|
사진으로 보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0년사(1972년~2022년)
사진으로 보는 북한대학원대학교 33년사(1989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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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 
FORUM

Rethinking the Notion of South Korea Going Nuclear
(IFES FORUM NO. 2023-1)

Byong-Chul Lee 2023. 1. 30. 

  The idea of South Korea developing its own nuclear 
weapons has been built up on the theory of “nuclear 
deterrence” and the notion of having greater 
independenc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However, some significant drawbacks and risks of 
South Korea possessing nuclear weapons would include 
potential for heightened tensions with countries 
including China, Nor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so, as a signatory to the NP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potential sanctions or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sustaining the current diplomatic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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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동아시아 세계체제에 대한 문명사적 탐색-중국식 신질서의 

적실성

학술기고

1. 중국지역연구(KCI) 연구논문투고
  - 날짜: 2022. 1. 13.(금)
  - 주제: 중국서부지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배경하의 유동인구 취업구조 

분석-귀양시를 중심으로(中国西部地区产业结构升级背景下流动
人口就业结构的分析研究-以贵阳市为例)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전문가포럼(CSF)기고
  - 날짜: 2023. 1. 24.(화)
  - 주제: 미중역학관계, 대만해협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함의

언론활동
1. 중국 환구시보（环球时报) 칼럼 기고("环时深度专栏")
  - 날짜: 2023. 1. 12.(목)
  - 주제: 한국정치대립 왜 깊어지나?(韩国政治对立为何“深入骨髓”). 

3. 교수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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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교수

발표·토론

1. 민족화해협력범민족국민협의회(민화협) 기관지 <민족화해> (120호) 신년
대담 ‘2023 한반도 전망과 과제’

2.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개최 강제동원 피해 해법 긴급토론회 
참여

  - 날짜/장소: 2023. 1. 18.(수), 국회

언론활동

1. 연합뉴스 TV [1번지이슈] 1. 16.(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식화…
피해자 설득 관건”

2. 연합뉴스 TV [이슈+] 1. 25.(수), “한·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협상 재개…
연이은 악재 변수”

3. KBS라디오 열린토론 1. 25.(수) 참여

임을출 교수

발표⋅토론

1. 제71차 통일전략포럼 경제분야 토론
 - 날짜/장소: 1. 10.(화), 극동문제연구소
 - 주제: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2.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주최, 『북한경제포럼』 발표
 - 날짜/장소: 1. 30.(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줌회의
 - 주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강의
1. SD코리아포럼 주관, 제2회 한반도 지속가능발전(SD)을 위한 아카데미 강의
 - 날짜/장소: 1. 26.(목), 피스센터
 - 주제 : 북한의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남북협력 가능성 모색

언론활동 1. 연합뉴스TV [1번지이슈] 1. 6.(금),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군 
부실대응 도마에”

이병철 교수

발표·토론
1. 제71차 통일전략포럼 군사분야 토론
 - 날짜/장소: 1. 10.(화), 극동문제연구소
 - 주제: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언론활동

1. 동경신문, 1. 4.(수), “한국에서 높아지는 핵무장론, 찬성이 70% 로…”

2. The New York Times, 1. 1.(일), “North Korea Vows to Escalate 
Nuclear Threat Against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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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교수

발표⋅토론

1. 현대북한연구회 2023년 1월 월례 학술회의 발표
 - 날짜/장소: 1. 11.(수), 동국대 사회과학관 M545
 - 주제: 2022년 북한 평가와 2023년 전망-정치·군사 분야

2. Book Concert 패널
 - 날짜/장소: 1. 6.(금), 동국대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
 - 주제: 북한학박사가 쓴 북한학개론

기고
1. 북한연구학회 뉴스레터 2022년 2호
 - 주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자력, 전통, 당, 대중운동

최영준 교수

발표⋅토론

1. 제71차 통일전략포럼 대남분야 토론
 - 날짜/장소: 1. 10.(화), 극동문제연구소
 - 내용: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2. 북한행정 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날짜/장소: 1. 17.(화),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 이관세 소장,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2024년 한국행정학회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2023년 한국정책학회장), 강일규 한성대 
교수 등 총 7명

 - 주제: 북한행정연구 평가 및 발전방향 논의

초빙/석좌교수

강인덕 초빙석좌교수

회고록 발간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1, 2 (2022. 12. 30., 경인문화사)
 ∙1권 목차 
   제1부 1950년대   실향(失鄕)·고행 속에 평생 갈 길을 찾다
   제2부 1960년대   풋내기 중앙정보 분석관 : 뼈저리게 느낀 책임감
   제3부 1970년대 전반   고향땅을 다시 밟다
   제4부 1970년대 후반   다양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역할 경험

 ∙2권 목차 
   제5부 1980~1990년대 정세평론가로 전직한 정보분석관
   제6부 통일부 장관 시절 분석·보고 작성자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에 서다
   제7부 2000년 이후 지금도 여전히 그 때 그 모습을 간직한 나
   제8부 회고록을 마치며 후대 중앙정보 분석관에게 남기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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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교수

발표⋅토론

1. 평화한국 강연
 - 날짜/장소: 1. 11.(수),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 평화한국 본부
 - 주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3대 분야 노력

2. 전경련 패널 참석
 - 날짜: 1. 17.(화),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
 - 내용: 미.중관계에 대한 패널에 참석, 미국중간 선거의 의의,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

3. 국회의장 경제 외교 자문위 참석 
 - 날짜/장소: 1. 30.(월), 국회 사랑재
 - 내용: 국회의장이 자문 기구로 구성한 경제 외교 자문위 참석

언론활동

1. 한국일보 인터뷰, 1. 6.(금), 조간 게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집을 
위한 인터뷰/4강 외교의 기조로 ‘1맹 3호’를 제시” 

2. 코리아타임스 1. 18.(수), “Three cheers for Korea’s Indo-pacific 
Strategy.” 제하에 우리나라가 발표한 인⋅태 전략의 역사적 의의 평가

3. 한국일보 칼럼 “안호영의 실사구시” 게재, 1. 30.(월), “인·태 전략: 왜 
실사구시인가?” 제하에 우리 나라가 발표한 인·태 전략의 역사적 의의 평가

한용섭 초빙교수

기고

1. 『영원한 친구들』 제271호(2023년 1, 2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한미동맹의 진로’-민주주의연합vs권위주의 국가”

2. 『외교』 제144호(2023년 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
의 향방 – 한국외교에 주는 함의

권기원 초빙교수

언론활동
1. 아주경제 1. 29.(일), “(권기원 칼럼) 방위산업 육성, 수출과 연관산업 시너지

효과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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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지원을 받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2023년도 북한·
통일학 펠로십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요】

 •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해외 연구자들을 대상
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기회를 제공

 • 국내외 최고의 북한 전문가는 물론, 전현직 장차관 등 고위 정책 관계자들의 
특별강좌, 국내 최고의 북한 연구 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연구교류 및 워크숍 
기회,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월 12일(목)~2023년 2월 28일(화) 18:00(한국시간 기준) 
(선발자는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fes_apply@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ifes/6653/subview.do 참조

  • 연구주제: “북한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에 관한 사항”
  • 연구기간: 6개월 (2023년 4월부터)
  • 응시자격: 외국 국적자로서 북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분야의 연구자 (박사

학위 취득 후 Post-Doc 연구자, 박사학위 수료 후 논문준비 중인 연구자 포함) 
또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긴밀한 연구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주제 신청자로 해당분야 경력자(언론인, 공무원 등 포함)

  • 지원내용: 생활비(월 230만원~300만원), 왕복항공료(실비), 의료보험(실손보험), 
초기 정착수당(100만원) 등과 연구실 제공, 도서관 이용 등

  • 문의·안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_apply@kyungnam.ac.kr/82-2-3700-0701,0708

4.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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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행정연구 간담회 개최 】

 ∙일시: 2023년 1월 17일(화) 
 ∙장소: 극동문제연구소
 ∙주제: 북한행정연구 평가 및 발전방향 논의
 ∙참석자: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최영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2024년 행정학회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2023년 정책학회장), 강일규 한성대 교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원 박사,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2023직원 워크숍 개최 】

 ∙일시: 2023년 1월 17일(화)
 ∙장소: 아델라베일리
 ∙주제: 2022 업무추진사항 점검, 2023 업부추진계획 논의

5. 연구소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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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 북핵 아카데미 제1기 모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IFES 북핵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북한 핵을 
둘러싸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분석과 북한 핵에 대한 실상을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FES 북핵 아카데미」 모집 요강 >

 ∙모집인원: 30명 내외

 ∙모집대상: 각급기관 단체·기업 임직원 및 연구자

 ∙교육일정: 2023년 3월 23일 ~ 6월 1일까지(11주)
            (매주 목요일 19:00~21:00, 강의 전 저녁식사 제공)

 ∙모집기간: 2023년 2월 6일(월)부터 3월 22일(수)까지

 ∙제출서류 및 전형

   - 제출서류: ①수강신청서 ②프로필 사진파일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 https://ifes.kyungnam.ac.kr
   - 서류접수 이메일: sbcho13@kyungnam.ac.kr 
   - 모집 결과 개별 통지
 
 ∙수강장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 대면/비대면(ZOOM) 강의 병행 (비공개)

 ∙수강료: 1,000,000원

   - 계좌번호: 경남은행 207-0097-9179-02 (예금주: 경남대학교)

 ∙수강생 특전: △경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연구소 주관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초청, △학술·현안 분석자료 제공(이메일)

 ∙안내·문의: 02) 3700-0860, 0843 / sbcho13@kyungnam.ac.kr  

6. 예정사항



- 15 -

< 「IFES 북핵 아카데미」 강의 일정 >

강의일정 주제 및 강사

제1강
3월 23일

[기조강연]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윤영관(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전 외교부 장관)

제2강
3월 30일

핵무기란 무엇인가?
함형필(외교부 국방협력관)

제3강
4월 6일

윤석열 정부의 북핵 외교 전략
김  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4강
4월 13일

북핵 및 운반수단 기술적 함의
황용수(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제5강
4월 20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략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제6강
4월 27일

북한 (핵) 잠수함 역량과 한국의 전략
윤공용(전 해군사관학교 교장)

제7강
5월 4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김천식(세한대 석좌교수, 전 통일부 차관)

제8강
5월 11일

북핵 협상 경과의 이해
위성락(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9강
5월 18일

핵 비확산과 한·미 원자력 협정
한용섭(경남대 초빙교수, 전 국방대 부총장)

제10강
5월 25일

한국 핵무장 담론의 실상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11강
6월 1일

북한 핵개발과 내부통치 (수료식 포함)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전 통일부 차관)

        * 강의시간: 19:00~21:00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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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 초청 2023 한반도 정세전망 세미나】

 ∙일시: 2023. 2. 3.(금) ~ 2. 4.(토)
 ∙주제: 2023년 한반도 정세전망
 ∙장소: 천안상록리조트

【한국과 국제정치 특집호 워크숍】

 ∙일시: 2023. 2. 6.(월) 10:00~16:30 
 ∙주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과 한반도 평화
 ∙장소: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

【2023 한반도 정세전망 중견학자 세미나】

 ∙일시: 2023. 2. 7.(화) 13:00~15:00 
 ∙주제: 2022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3년 전망
 ∙참석: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일한(동국대 DMZ평화센터), 이창희

(동국대 DMZ평화센터), 임상순(평택대 교양학부), 장철운(통일연구원), 
허정필(동국대 DMZ평화센터)

【세미나 개최】

 ∙일시: 2023. 2. 10.(금) 15:00~17:00 
 ∙주제: 북한 행정의 실제: 조직과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장소: 온라인(Zoom Webinar)(극동문제연구소)
 ∙사전 등록: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안내

【연구서 발간】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63)(이병철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동북아 각국의 SDGs 이행실태와 추진전략 그리고 동북아협력 가능성』 
(IFES 연구보고서 2023-02)(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외 5)

 ∙『트럼프-김정은 친서를 통해 본 북미회담 A to Z』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64)(이정철 서울대 교수)

 ∙『신진학자가 본 김정은 체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강혜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외 6)



- 17 -

구독 회원가입 안내

■ 가입안내

 ∙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연회비 납부

 ∙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재가입: 회비 만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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