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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북한대학원대 초청 ‘2023 한반도 정세전망 세미나’ 개최

2023.� 2.� 3~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양무진) 및 교수진
을 초청하여 2월 3일부터 4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2023 한반도 정세전망」 세
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2022년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3년도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해 교수진들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대의 발전방향,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한·통일 연구과제 및 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프로젝트(북한·통일 교
재개발) 기획·발굴·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극동문제연구소에서는 박정진 서울부총장, 이관세 소장, 딘 울렛 부소장, 조
진구·이상만·이병철·임을출·김상범·정재욱·박서화·이형종·문미리·최영준 교수가 참
석하였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는 양무진 총장, 이우영·신종대·구갑우·김정·김성경·유영
수·김동엽 교수가 참석하였다.

1.�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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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중견학자 초청, 2022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3년 전망 세미나

2023.� 2.� 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7일(화) “2022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3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견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한 정치·군사 분야, 김일한 동국대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이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한 
북한 경제분야, 이창희 동국대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이 북한 경제 일반, 임
상순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가 북한 핵무력과 대외관계 분야, 장철운 통일연구
원 연구위원이 북한 군사 분야,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남북
관계 분야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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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북한 행정의 실제: 조직과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세미나

2023.� 2.� 1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월 10일(금), “북한 행정의 실제: 조직과 인사행정
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강일규 한성대 교수는 북한 노동성의 조직과 기능, 간부 및 직원과 노동자에 
대한 임명절차, 구성원의 능력개발, 구성원의 활용 절차,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해 발표하였고,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시장교육
의 사례로 나진 기업학교, 평양비즈니스 스쿨, 조선익스체인지를 소개하고, 지
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비교행정론적 입장에서 남북한 인사행정 비교 등을 
제시했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988년 김일성 종합대학교 출
판사에서 발간한 ‘국가관리학’ 교재를 개관하고 분석하였다. “국가관리학 교재 
전반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북한이 행정현상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적 성격
은 관방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토론자로는 황성원 군산대 교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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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한국과 국제정치』 2023년 봄특집호 발간 워크숍

2023.� 2.� 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6일(월) 『한국과 국제정치』 2023
년 봄특집호 발간과 관련하여 “한반도 정전체제 70주년과 한반도 평화”를 주
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국제정치』 봄 특집호 발간 및 편집 방향으로 △미
중경쟁 심화, 남북갈등 악화 상황 속 낙관과 비관의 균형을 맞춘 시각 제공, △
국제관계 비교, 사례 언급을 통한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진일보 하는
데 있어서 실현가능한 접근 경로 제공, △현실성,　사실성,　역사적 경험에 근
거한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경로 제시 등이 논의되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학재 서울대 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도경옥 통일
연구원 평화연구실장, 김귀옥 한성대 교수,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션즈화 화동
사범대 교수, 주은우 중앙대 교수, 김태형 숭실대 교수,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
구위원,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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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북한연구 시리즈 63)

2023.� 2.� 9.� 이병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필두로 북한은 2017년 9월에 6차 핵
실험을 단행하고, 뒤이어 11월에 사정거리 1만 킬로미터의 화성 15
형을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급기야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
치로 채택한데 이어, 동년 11월 18일에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였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행동이 현상변경인지 아니면 현상유지인지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일과, 한국
은 그 전망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커다란 숙제로 남게 
됐다.

  시나브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근본적
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대북정책의 방향과 속도, 깊이 
등 총체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게 한국과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억제’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 상책(上策)이다.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및 글의 구성

Ⅲ. 국가는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나

Ⅳ.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과 핵무기 지휘통제

Ⅴ. 한국의 억제전략

Ⅵ. 결론

2.� 연구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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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신진연구자가 본 김정은 체제
(북한연구 시리즈 65)

2023.� 2.� 10.� 강혜석,� 김차준,� 박아름,� 임수진,� 정수현,� 허정필,� 허지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차세대 전
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진연구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를 지원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신진연구자들이 본 김정은 체제’에 관한 
것이다.
    

<목  차> 

•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 - 주체, 우리 식, 우리
민족제일주의 

  - 강혜석(서울대 학술연구 교수)

• 냉전기 북미 군사충돌과 협상과정 분석: EC-121기와 OH-23G 
헬리콥터 격추사건을 중심으로

  - 김차준(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 냉전기 북한의 국경협상과 대외정책: ‘조중 국경조약’과 ‘조소 
국경조약’을 중심으로

  - 박아름(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수령의 백두’에서 ‘인민의 백두’로? : ‘백두’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정권 정치사회화 전략

  - 임수진(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 북한경제에서 금융화 개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 정수현(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 관련 
법 변화를 중심으로

  - 허정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대안적 평화･통일 담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평화 구축
  - 허지영(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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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포커스 한반도 포커스 2023-02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 비전통안보 해부

2023.� 2.� 10.� 김상규,� 김준연,� 양� � 철,� 강택구,� 표나리,� 문현미

  시진핑 집권기 국가 정보활동의 가장 핵심은 제도를 개혁하고 안
보 개념을 확장, 적용해 중국의 대내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오프라인을 넘
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를 더욱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김상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은 구글(G), 애플
(A), 페이스북(F), 마이크로소프트(M), 아마존(A) 등 미국 플랫폼이
며, 바이두(B), 알리바바(A), 텐센트(T)로 대변되는 ‘차이나 플랫폼’
이 자국 시장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약진하는 상황이다.(김준연)
  중국은 에너지 전환,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세적인 투자를 
지속해 왔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중국이 물량적으로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관련 주요 지표들은 아직은 미국이 조금 
더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양 철)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탄소중
립 아젠다는 미중 간 협력을 촉진하는 이슈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미
중 양국의 전개에 따라 협력과 경쟁이 반복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강택구)
  중국 정부는 2023년 1월 11일, 한국,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보복조치임을 성명으
로 밝힌데 반해 일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은 이러한 결정이 가시적인 검역 갈등 이외에 정치적인 목적을 고
려해 선별적으로 내려진 것임을 시사한다.(표나리)
  중국 정부는 수도 베이징의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중국의 국제
적 이미지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시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등 코
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보였다.(문현미)
   

<목  차> 

•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 정보활동
  - 김상규(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AI기술특성에서 바라본 미중간 기술경쟁
  - 김준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팀장)
• 미⋅중 전략 경쟁과 중국의 에너지 안보
  - 양 철(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책임연구원)
•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과 전망
  - 강택구(한국환경연구원)
• 미⋅중 전략경쟁 下, 중국의 보건안보: 방역 개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 표나리(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 중국 지방정부의 비전통안보 대응현황
  - 문현미(한양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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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세 소장

발표⋅토론

1. 2023년도 상반기 북한 행정 세미나 사회
 - 날짜/장소: 2. 10.(금), 온라인(Zoom Webinar)(극동문제연구소)
 - 주제: 북한 행정의 실제: 조직과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2. 중견학자 세미나 사회
 - 날짜/장소: 2. 7.(화), 극동문제연구소
 - 주제: 2022년 한반도 정세평가와 2023년 전망

이상만 교수

학술기고

1. 중국지역연구(KCI) 10권1호 연구논문 게재
  - 날짜: 2023. 2. 28.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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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WORLD POLITICS(세계정치) 38호 연구논문 투고
  - 날짜: 2023. 2. 28.(발간 2023. 4. 30.)
  - 제목: 동아시아 세계체제에 대한 문명사적 탐색-중국판 신국제질서의 적실성-

조진구 교수

기고 1. 아주경제, 2. 7.(화), “[조진구칼럼] 기시다 후미오 총리께 드리는 글”

임을출 교수

발표⋅토론

1. SD코리아, ERINA 공동주최, 『동북아 SDGs 네트워크 국제회의』 발표 
 -날짜/장소: 2.10.(금),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
 -주제: 한국의 SDGs 이행전략과 동북아 협력

2.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이인영 의원 주최, 『한반도정세 연속토론회』 토론 
 - 날짜/장소: 2.17.(금), 국회의원 회관
 - 주제:  2023년 북한 경제 전망

언론활동

1. YTN [뉴있저] 2. 20.(월), “北, 이틀 만에 또 도발...정부, 대북 독자제
재 추가 지정”

2. 연합뉴스TV [일요와이드] 2.19.(일), “한미 당국, B-1B 전략폭격기 한
반도 전개…북한 도발 대응”

3. YTN [뉴있저] 2. 9.(목), “北,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개최...ICBM·전
술핵부대 등장”

3.� 교수�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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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교수

언론활동
1. RFA 2. 24(금), “김정은, 짧은 권력승계에 불만…딸 서둘러 공

개” 인터뷰

최영준 교수

발표⋅토론
1. 2023년도 상반기 북한행정 세미나 발표 
 - 날짜/장소: 2. 10.(금), 온라인(Zoom Webinar)(극동문제연구소)
 - 주제: 북한 행정의 실제: 조직과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초빙/석좌교수

안호영 교수 

  발표⋅토론

1. 코이카 장학생 대상 강연
 - 날짜/장소: 2. 15.(수), 고려대 SK미래관
 - 내용: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튀니지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초

급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하여

2. 경총 포럼 강연
 - 날짜/장소: 2. 16.(목), 조선호텔
 - 내용: 경총 회원사 임원들에게 “한미동맹과 신 국제 질서” 

3. 일본 참의원 면담
 - 날짜: 2.23.(목)
 - 내용: 방한한 이노구찌. 구니코 일본 참의원과 역사 문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협의

기고

1. 코리아타임스, 2. 22(수), “Why can’t we hang together on the 
North Korean nukes?” 

2. 한국일보, 2. 27.(월), “[안호영의 실사구시] 북핵문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용섭 교수

발표⋅토론
1. 2023년 제1차 국가안보오찬 포럼 토론 패널 참석
 - 날짜/장소: 2. 10.(금), 육군회관(5층 연제근 홀)
 - 주제: “북핵 대응 한국 핵억제 태세 강화방안”

권기원 교수

기고 1. 아주경제 2. 21.(화),  [권기원칼럼] “챗GPT급성장과 에너지효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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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신규� 도서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 및 국제관
계 등에 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도서 및 북한 자료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 국내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성균중국 연구총서  039) 리춘르 선인 2022
• 하노이의 길 라종일 파람북 2022
• 사무라이와 양키의 퀀텀점프 이하원 박영사 2022
• 기술의 충돌 박현 서해문집 2022
• 다자외교의 재발견 윤여철 박영스토리 2022
• 세계의 석학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하다: 촘스

키 편 김선명 뿌쉬낀하우스 2022

•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한용섭 박영사 2022
• 제국의 충돌 훙호펑 글항아리 2022

■ 외국도서

• Thirteen  Cracks Allan 
Lichtma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21

• Atomic friends : how  America deals with 
nuclear-armed allies

Keck,  
Zacha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22

• The United States in the Indo-Pacific Turner, Oliv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20

•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in Asia: 
Development in China, Vietnam and Laos 
(Paperback)

Arve Hansen Palgrave Macmillan 2020

■ 북한자료

• 북한교과서 DVD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
교, 제1중학교 등  118권 분량의 자료집) 조선콤퓨터센터 　조선콤퓨터센터 2022

• 위대한 인민은 말한다 김정남 평양출판사 2022

•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강좌 김일성-김정일주의 조선사회과학
자협회

조선사회과학자협
회

2013-2
021

• 민족운명의 수호자 김정은장군 김혜련 평양출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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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 도서

제목: Hinge Points: An Insid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저자: Siegfried S. Hecker and Elliot Serbin
출간일: 2023년 1월
출판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출판부(Stanford University Press)
쪽수: 403쪽

  북한 핵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ed S. Hecker) 박사가 북한 핵프
로그램에 대해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을 출판했다.

  1943년생인 해커 박사는 제너럴모터스 연구소 금속공학연구원을 지내다 ‘인류 최초의 핵 개
발 프로젝트(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로스앨러모스(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연구소 소장을 1986년부터 97년까지 지낸 과학자로, 최근까지 스탠퍼드대 금속공학과 교수를 
지낸 핵무기 전문가로 유명세를 펼쳤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개발한 플루토늄을 직접 본 경험 이야기로 책의 서문을 연다. 해커 박사
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 영변 핵무기연구소장 리홍섭으로부터 “우리 제품을 보시겠습니
까?”(Would you like to see our product?)는 제안을 받고서, “플루토늄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되묻자 리홍섭 소장이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잠시 후 해커 박사 앞에 유리병 속 1/2
파운드 분량의 봉인된 플루토늄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커 박사는 세계 경제 하위 10%에 속하
는 국가가 어떻게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완성했는지에 의아심을 가졌다고 기술했다.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던 때인 
2004년 1월 북한은 해커 박사 일행을 영변 핵시설로 초청, 미국에다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
고자 했다. 그 직후 해커 박사는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상과 이근 북미국장을 만났는데, 그들
은 “평양은 이제 핵 억제력을 가졌다”고 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자신을 통해 ‘핵 억제력’ 존
재를 미국 당국에 전달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후 미국이 선택한 경로가 6자회담이다.

  해커 박사의 렌즈를 통해 본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에 미국과 북한의 시각이 403쪽 분량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읽는 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한다. 그리고 하노이 북미회담이 
불발로 끝난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원로 핵무기 과학자의 회한이 짙게 녹아있다.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도 무난한 책이기에 일독을 권한다. 

< 이병철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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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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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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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핵무장 담론의 실상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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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북핵 외교 전략
김  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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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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통일 교과서 개발 TF 회의 】
 ∙TF구성
   -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 정재욱 교수, 이형종 교수
   - 북한대학원대: 이우영 교수, 유영수 교수, 김동엽 교수
 ∙1차 회의: 2023. 2. 10.(금) / 2차 회의: 2023. 2. 21.(화) 
 ∙내용: 북한·통일 분야 교과서 개발을 위한 회의

【 주한대만대표부 대표 연구소 내방 】
 ∙날짜/장소: 2023. 2. 13.(화), 극동문제연구소
 ∙참석자: 양광중(Kuang-chung Liang, 주한대만대표부 대표), 필수연(주한대

만대표부 참사관), 손연추(주한대만대표부 서기관), 윤지선(주한대만
대표부 사무관) 등 6명

 ∙내용: 양광중 주한대만대표부 대표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을 예방하고, 한반
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극동문
제연구소 교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 「2023년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
 ∙날짜/장소: 2023. 2. 23.(목), 극동문제연구소
 ∙참석자: (중국) 첸 하오, (홍콩) 양만펑
 ∙내용: 담당교수 상견례, 연수 기간 내 주요 지원 사항 청취, 소내외 주요시

설 탐방 등 오리엔테이션 진행

【 육군보병학교 교육단 간담회 】
 ∙날짜/장소: 2023. 2. 24.(금), 극동문제연구소
 ∙참석자 
   - 교육단: 백충은 교육단장(대령), 방국현 과장(중령), 황해봉 교관(소령),  

박영일 교관(소령)
   - 연구소: 이관세 소장, 이상만 교수, 조진구 교수, 이병철 교수
 ∙내용: 육군보병학교 교육단(북한군 연구실)과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극동

문제연구소의 교육단 연구지원, 자문 역할, 강연 등 추진 협의

7.� 연구소�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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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 도서 나눔 행사 】

  도서관에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소장 도서 중 다수 과거 자료 등을 정리
하여 도서관 옆면에 전시하고 도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정리본 1,500여권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나눔행사를 한 결
과 1,000여권을 나누게 되었다. 필요한 사람에게 자료가 전달되어 연구에 도움
을 주게 됨으로써 자료의 가치가 더욱 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바 도서관 소장자료와 함
께 교직원의 도서 기증 등을 통해 ‘도서 나눔 행사’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계
획이다. 연구진과 학생들의 북한·통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제1기 북핵 아카데미 개강 】
 ∙교육일정: 2023년 3월 23일 ~ 6월 1일까지(11주)
   - 매주 목요일 19:00~21:00

【 연구서 발간 】
 ∙『Asian Perspective Vol.47, No.1, (Winter 2023)』 발간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1호(봄)) 특집호 발간
   - 한반도 정전체제 70주년과 한반도 평화

8.� 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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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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