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11.25 (수) DAY1

11:00-12:00 개회식

인사말

격려사

간담회

임경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오세정｜서울대 총장

통일기반구축사업 연구책임자 회의

참여링크

2020
서울대학교

11월 25-27일 (수-금) 10:00 – 17:00

온라인 줌(zoom) 화상회의

11.26 (목) DAY2

11.27 (금) DAY3

문화유산연구소

세션3 13:00-15:00

발표 위성자료에 나타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이선복 김현우, 
고고미술사학과)

토론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 
양시은(충북대)

인문학연구원

세션4 15:00-17:00

자유토론 

발표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홍종욱, 인문학연구원/ 류인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문석, 
경희대/ 고일홍, 아시아연구소) 

인문학연구원

세션5 15:00-17:00

발표 경의선과 한국문학
(이지은, 국어국문학과)

토론 김영미(홍익대)

북한 여성 이야기
(현인애,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세션2 13:00-15:00

참여링크

초청강연

발표 1.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최희승, 간호학과)
2. 북한이탈간호원의 북한 

간호교육과 실무경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세션19 10:00-12:00

토론 배현진(국립안동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세션20 13:00-15:00

발표 북한하천 용존유기탄소의 
생지화학적 특성
(이규연, 환경대학원)

토론 이은주(환경계획연구소)

(비공개)

발표 평화번영의 국토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의사결정 
시스템 활용
(김대현 안유순, 지리학과)

국토문제연구소

세션17 10:00-12:00

토론 홍승표(삼정 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환경계획연구소

세션21 13:00-15:00

발표 인공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의 
대기질 분석
(박하영, 환경대학원)

토론 박창의, 주재원, 장동영
(환경계획연구소)

(비공개)

스포츠과학연구소

세션18 10:00-12:00

발표 올림픽교육을 통한 남북청소년 
정체성 형성 구축방안: 
남북청소년 올림픽 교육 교재 
개발
(김지윤, 체육교육과)

토론 현주(경기대)

헌법통일법센터

발표 북한법률의 체계와 주요 법의 
특징
(이효원, 법학과)

세션16 10:00-12:00

토론 한동훈(헌법재판소)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센터

세션25 15:00-17:00

발표 북한 경제지구 개발 성공을 위한 
국토인프라 수준 진단과 대안
(신승우.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토론 홍승표(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센터)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세션26 15:00-17:00

발표 북한 광산기술 인력양성 및 
희토류 광산개발 전략
(송재준, 박형동, 
에너지자원공학과)

토론 최용근(지오제니컨설턴트)

경제연구소

세션14 13:00-15:00

통일평화연구원 라운드테이블

세션13 10:00-12:00

(비공개)
사회과학연구원

발표 문헌을 통해 살펴본 북한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
(강정원, 인류학과)

세션15 15:00-17:00

토론 강주원(사회과학연구원)

(비공개)

(비공개)

발표 남북한 통합 철도망의 링크 
중요도 및 연결 신뢰성 평가
(정동재, 대전환기 지속가능도시 
혁신인재 양성단)

환경계획연구소

세션28 15:00-17:00

토론 김경민(명지대), 
박재현(철도기술연구원), 
이장호(교통대)

(비공개)

국토문제연구소
신혜란

발표 1. 일본 탈북민의 삶과 초국가적 
연결

(이현욱, 이화여대)
2. 탈북민 여성 삶에 나타난 

불안정성, 적응, 역량강화
(신혜란, 지리학과)
3. 탈남 이후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가족 사례연구
(김희정, 인하대)
4.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인식되고 극복되는가: 북한 
이탈주민 조사연구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천경효, 통일평화연구원)

세션1 13:00-15:00

참여링크

토론 김석향(이화여대)

https://snu-ac-kr.zoom.us/s/8592020628

https://snu-ac-kr.zoom.us/j/85107847000

https://snu-ac-kr.zoom.us/j/87977182504 

https://snu-ac-kr.zoom.us/j/89977614324
https://snu-ac-kr.zoom.us/j/83389148073?pw
d=M29KVU5hOTl2OXdDUXgvdFJDS3NSdz09

https://snu-ac-kr.zoom.us/j/8675878574

자유토론

통일의학센터

발표 1. 통통 열린강좌와 통보리 
아카데미, 6년의 시간을 
달리다 

(전지은, 통일의학센터)
2. 중국에서 몽골까지, 이제는 

북한을 달리다
(최소영, 통일의학센터)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실무자의 
통통(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토크콘서트 

세션27 15:00-17:00

http://facebook.com/SNUnification 

주제 서울대 평화학 정립을 위한 발전 
논의

통일평화연구원 라운드테이블

세션23 13:00-15:00

(비공개)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발표 북한의 사료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조충희, 굿파머스연구소)

세션22 13:00-15:00

토론 김종남(동서대)

(비공개)

세션24 13:00-15:00

(비공개)언론정보연구소

발표 및 토론 김성철(통일평화연구원)
김태균, 신성호 
(국제대학원),
박성우, 전재성 
(정치외교학부), 
구민교(행정대학원), 
홍종호(환경대학원), 
황승식(보건대학원)

북한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박원호, 
정치외교학부)

발표

김석호(사회학과)토론

세션29 15:00-17:00

(비공개)

통일평화연구원 라운드테이블

발표 및 토론 김범수(자유전공학부), 
김선영(보건대학원),  
박상민(의학과), 
김주형(정치외교학부),
홍석철(경제학부), 
천해성,최규빈(통일평화
연구원)

지속적 평화를 위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주제

사회 정현주사회 (환경대학원) 이선복사회 김종일사회 (고고미술사학과) 방민호사회 (국어국문학과)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세션6 15:00-17:00

발표 쿠바와 베트남 도시농업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박미선, 국제농업기술대학원)

토론 이효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선사회

(비공개)

세션8 10:00-12:00

발표 북한 농식품 무역 동향과 정책 
시사점
(임정빈, 농경제사회학부)

발표 동서독, 남한-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김성희, 수원대)

토론 송영훈(강원대)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참여링크

토론 김관호(한국농어촌공사), 
김성남(농협중앙회)

https://snu-ac-kr.zoom.us/j/86024964175?pw

d=YjFST3piM3FTUDlUTWdDYitzN2F0dz09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87322499663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5412229352

임정빈사회

세션9 10:00-12:00

수의과학연구소

참여링크

발표 북한 수의과학기술 현황과 
남북교류 협력
(우희종, 수의학과)

https://snu-ac-kr.zoom.us/j/82681039398

우희종사회

세션10 10:00-12:00

국제학연구소

발표 1.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신성호, 이하 모두 국제대학원)
2.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
(박태균)
3. Japan's Official Develop-

ment Assistance in 
Southeast and South 
Asia: Strategy for Eco-
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Security Coop-
eration

(송지연)
4. 동남아시아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구상

(오윤아)

토론 필영달(중국 산동대)
니시노 준야(일본 게이오대)

토론 심창구(제약학과),
김진웅, 홍송희, 손여원(약학과)

(비공개)
신성호사회

사회과학연구원

발표 1.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 노동력 관리 
전략

(김재석, 인류학과)
2.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치와 
북한에의 시사점

(채수홍, 인류학과)
3. 북한사회의 변화 헌법
(정긍식, 법학과)
4. 선전선동을 통해 보는 

북한체제의 문화심리적 
토대와 변화의 징후

(정향진, 인류학과)

세션11 10:00-12:00

(비공개) (비공개)
채수홍사회 (인류학과)

세션7 10:00-12:00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발표 1. 북한관광 현황과 과제
(윤종석, 아시아연구소)
2. 북중 접경관광 현황과 과제
(박우, 한성대)
3. 민간 관광과 교류: 망각, 

기억, 상상 사이에서
(강주원, 사회과학연구원)

참여링크

토론 김한규(한국관광공사), 
홍순직(아시아연구소)

https://snu-ac-kr.zoom.us/j/82760191561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5979540116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3482507630

정근식사회 (사회학과)

김병연사회

안동환사회 (농경제사회학부)

통일약학센터

발표 1. 북한의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규정

(박정일, 약학과)
2. 남북한 약전용어집 편찬 

경과와 진행 상황
(주승재, 약학과)

세션12 10:00-12:00

박정일사회

발표 및 토론 박록진(지구환경과학부), 
최진용(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 
권영상(건설환경공학부), 
송지우(정치외교학부), 
김성철, 한모니까,
이경수(통일평화연구원)

동아시아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평화

주제

(경제학부) 강정원사회

최희승사회김대현사회 나영일사회이효원사회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89019324869?pw

d=QnNjcklsYnVmRW5TdDVHY3lDa0hlQT09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82225388908?p

wd=eHl1Q01leDkxK1kxQ1huakNhbFJ3UT09

김범수사회 (자유전공학부)
한규섭사회정수종사회 김영훈사회오능환사회 (농생명공학부)

(체육교육과)

(환경대학원) (환경대학원)

장수은사회 (환경대학원)

구민교사회

송재준사회

전지은사회

권영상사회 (건설환경공학부)

(행정대학원)

https://snu-ac-kr.zoom.us/j/86024964175?pwd=YjFST3piM3FTUDlUTWdDYitzN2F0dz09
https://snu-ac-kr.zoom.us/j/82225388908?pwd=eHl1Q01leDkxK1kxQ1huakNhbFJ3UT09
https://snu-ac-kr.zoom.us/j/89019324869?pwd=QnNjcklsYnVmRW5TdDVHY3lDa0hlQT09
https://snu-ac-kr.zoom.us/j/83389148073?pwd=M29KVU5hOTl2OXdDUXgvdFJDS3NSdz09
https://snu-ac-kr.zoom.us/s/8592020628
https://snu-ac-kr.zoom.us/j/85107847000
https://snu-ac-kr.zoom.us/j/87977182504
https://snu-ac-kr.zoom.us/j/89977614324
https://snu-ac-kr.zoom.us/j/82760191561
https://snu-ac-kr.zoom.us/j/82681039398
https://snu-ac-kr.zoom.us/j/87322499663
https://snu-ac-kr.zoom.us/j/5412229352
https://snu-ac-kr.zoom.us/j/5979540116
https://snu-ac-kr.zoom.us/j/3482507630
http://facebook.com/SNUn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