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11월 29-30일 (월-화) 11:00-18:00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 온라인(ZOOM) 화상회의

11:00-12:00 개회식 인사말

격려사 오세정 서울대 총장
간담회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구책임자 회의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1.29(월) DAY1

대  면

줌링크 https://snu-ac-kr.zoom.us/j/88202568681

북한이탈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
김성희(수원대)

세션 1

장소 l
참여링크 ㅣ

1층 대강의실(109호)
https://snu-ac-kr.zoom.us/-
j/81527088027

김병연(통일평화연구원 원장/경제학부)사회

김민정(한국은행)

13:00-15:00

경제연구소

1. 통일인식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세션 2

장소 l 9층 대회의실

이정철(정치외교학부)사회

한정훈(국제대학원) 
이성우(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향진(인류학과)
하상응(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조영아(상지대 상담심리학과)
홍제환(통일연구원)

13:00-15:00

통일평화연구원 비공개 비공개

남북교류시 응급의료지원과 감염병 
관리방안 마련 연구

정   주(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세션 3

장소 l
참여링크 ㅣ

4층 대강의실(406호)
https://snu-ac-kr.zoom.us/-
j/87292111002

박정택 (의정부성모병원) 

13:00-15:00

응급의료연구실 

1. 통일의식조사 개요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세션 4

장소 l
참여링크 ㅣ

1층 대강의실(109호)
https://snu-ac-kr.zoom.us/-
j/85759690624

김병연(통일평화연구원 원장/경제학부)사회

16:00-18:00

통일평화연구원

1. 의식주 및 정보화
정은미(통일연구원)

세션 5

장소 l 9층 대회의실

이정철(정치외교학부)사회

최지영(통일연구원) 
홍제환(통일연구원)
이요한(아주대 예방의학과)
조정아(통일연구원)
최규빈(통일연구원)

16:00-18:00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토론

발표
2. 대남인식

송원준(통일평화연구원)발표
3. 북한실태인식

김병로(통일평화연구원)발표

4. 주변국관계인식
조동준(정치외교학부)발표

5. 남한적응실태
최은영(통일평화연구원)발표

6. 심화분석(북한경제난)
조동준(정치외교학부)발표

토론

발표

토론

발표
2. 남북통합지수 개요

김병연(통일평화연구원 원장/경제학부)
3. 반이민정서와 반통일의식
발표

정승호(인천대), 김규철(KDI), 
조용신(경제학부)

발표

4. 사회계층과 통일의식
조용신(경제학부)발표

라운트 테이블

발표
2. 시장화 및 경제

이종민(한국은행)발표
3.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박상민(의과대학) 
이혜원(연세대 의과대학)

발표

4. 교육
김유연(교육학과)발표

5. 심화분석(경제)
송원준(통일평화연구원)발표

토론

북한의 초식가축 사육기술 현황 및 
남북협력 방안

조충희((사)굿파머스)

세션 6  

김영훈(축산과학기술연구소)사회

김종남(동서대)

13:00-15:00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북한이탈여성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식
정재원, 김진현, 양진주, 최서연, 
(서울대)

세션 7

참여링크 ㅣ

정유미(국군간호사관학교)사회

안경수(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이하나(경기도 약사회 통일약료위원장)

13:00-15:00

간호대       비공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기반 
거점도시 성장 잠재성 분석 연구

권영상(건설환경공학부)

세션 8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j/8859291 
8794?pwd=NHA3R2sxbHdmeU53 
RlBOa0hxMWJqZz09

https://snu-ac-kr.zoom.us/j/8292006 
8303?pwd=SkhTWmZTZVZGTEF4d 
W9ydXpKdncwZz09

권영상(건설환경공학부)사회

최대식(LH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손동욱(연세대 건축공학과)
서덕수(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13:00-14:30

건설환경공학부(권영상)    

북한 구강보건 현황의 글로벌 투영과 
발전 정책 수립

이승표(치의학대학원)

세션 9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
j/87289321175

노상호(치의학대학원)사회

16:00-18:00

통일치의학협력센터   

1. Embitterment and problems 
    of German reunification

Michael Linden
(Charité Universitätsmediz)

세션 10

참여링크 ㅣ

김민주(의과대학)사회

권준수(의과대학)좌장

17:00-18:30

인간행동의학연구소  

1. 2019~2021년 연구 진행 과정 및 
    결과물 소개

김민지(국어국문학과)

세션 11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j/63479 
38517?pwd=QTJkeXNDUkdONFp 
IOHQ3eVVRRWh1UT09

https://url.kr/a7f1zl

김재건(국어국문학과)사회

발표

토론

발표

토론

발표

토론

발표

한동헌(치의학대학원)토론 발표

2. 울분과 사회 속 정신건강
한창수(고려대 의과대학)발표

발표
2. 지역학적 북한문학 연구의 한 시론: 
     황해도 해주, 그리고 김구와 이미륵

방민호(인문학연구원)발표

남은혜(기초교육원)토론

16:00-18:00 

인문학연구원(방민호)

인삼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주승재(통일약학센터 소장)

세션 17 

박정일(서울대 명예교수) 사회

오원근(약학대학)

10:00-12:00

통일약학센터
북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전략 
제안 연구과제 소개 및 연구내용 

박용성(건설환경공학부)
오상호(창원대)

세션 18 10:00-12:00

건설환경공학부(박용성) 비공개 비공개

발표 평화통일 대비 접경지역(DMZ) 
생물다양성(곤충, 버섯류)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생물명 차이 비교

임영운(생명과학부)

세션 19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
j/7145685689

임영운(생명과학부)     사회

이승환(응용생물화학부)
신승관(생명과학부)

10:00-12:00

자연과학대학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홍종욱(인문학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윤진(국어국문학과)
장문석(경희대)
류인태(성균관대)

세션 20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
j/2809304297

11:00-13:00

인문학연구원(김종일) 

북한 철도망의 노드 중심성 분석
김선화(환경대학원)

세션 21

참여링크 ㅣ

장수은(환경대학원)사회

11:00-13:00

환경대학원(장수은)

1. 탈북여성의 가족관계와
    심리정서적 건강

김희정(인하대)

세션 22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j/85113 
658095?pwd=d2NaalJoaVM0Y0 
ZIM1lMRkpxTzJ1Zz09

https://snu-ac-kr.zoom.us/-
j/6859137519

윤지현(식품영양학과)     사회

발표

토론

발표

자유토론 발표

토론

발표
발표

박찬운(인천연구원)
허성호(인천대)
박준홍(국립환경과학원)

토론

자유토론

발표

2. 북한이탈주민 가족상담과 이해
김지향(남북하나재단)발표

3. 탈북민 지역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진미정(아동가족학과)발표

김정아(통일맘연합회)
최은정(민주평통 종로구 협의회)

토론

11:00-13:00

생활과학대학

양안 협력경험을 통한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방안 연구

지성태(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세션 12

권태진(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
최용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00-17:00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1. 통일 이후 독일의 인구이동
최윤영(독어독문학과)

세션 13

참여링크 ㅣ

신혜란(지리학과)사회

16:00-18:00 

국토문제연구소  비공개 비공개

1.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송지연(국제대학원)

세션 14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
j/81867791191

https://snu-ac-kr.zoom.us/s/859
2020628

신성호(국제대학원)사회

16:00-18:00 

국제학연구소 

통일의료 HRD – 통일의학센터의 
인적자원개발 10년의 기록

전지은(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최소영(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세션 15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
j/87279579734

16:00-18:00

통일의학센터         

북한 산림생태계 하천수의 생지화학적 
특성

이규연(환경대학원)

세션 16

오능환(환경대학원)사회

16:00-18:00

환경대학원(오능환)  

발표

토론

발표

2. 탈북민 여성의 노동시장 경험
권현지(사회학과)발표

5. 문화적 타자로서의 탈북자
천경효(이화여대 한국학과)발표

3. 탈북민 경제 네트워크: 현재와 미래 
      탈북민 기업에 대한 관계적 접근

신혜란(지리학과)발표

4. 탈북민-남한주민 접촉지대의 
     심리문화적 역동: 친밀한 사회성을 
     중심으로

정향진(인류학과)발표

발표

2.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경정책과 
     국제표준의 강화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한정훈(국제대학원)발표

4.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신성호(국제대학원)

토론자: 니시노 준야, 박태균, 송지연, 
             신성호, 오윤아, 한정훈 

발표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개와 
     동남아시아의 대응: 아세안 제도와 
     역외국가협력을 중심으로

오윤아(국제대학원)발표

종합토론

발표

발표

이은주(환경계획연구소)토론

11.29(월) DAY1

비  대  면

11.30(화) DAY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일 대비 
남북유망농업협력분야 발굴에 대한 연구

임정빈(북한해외농업연구소)

세션 28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j/8698 
5609896?pwd=a0lQdENhWVpZ 
UkZWZW9YSzR3ekRIdz09

임정빈(북한해외농업연구소)사회

발표

김관호(농어촌공사)토론

13:00–15:00

북한해외농업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지 선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연백(한국행정연구소)

세션 24

참여링크 ㅣ

금현섭(행정대학원)사회

13:00-15:00

한국행정연구소

한반도 평화관련 석학들의 강연들
권형기(정치외교학부)

세션 25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
j/83592842286 

https://snu-ac-kr.zoom.us/-
j/83806582292

13:00-15:00

한국정치연구소

북한법의 체계적 분석 – 농업·수산 부문
진호성(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세션 26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j/8404 
8844092?pwd=QW5KVUNGQ0J 
hbGlQcmNBdmxuc3ROQT09

이효원(헌법통일법센터)사회

13:00-14:00

헌법통일법센터

1.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 북한  
    기본공간정보 추출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 개요 

김용일(건설환경공학부)

세션 27

김용일(건설환경공학부)사회

13:00–15:00

건설환경공학부(김용일) 

발표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김의준(농생대)발표

이재완(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토론

비공개

세션 23

김의준(농생대)사회

11:00-13:00

농생대          

이상준(국토연구원)
남경민(홍콩대학교 도시계획과)
임재원(네바다대학교 공공정책학과) 

토론

발표

발표

정구진(법학연구소)토론

종합토론

발표

2.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기본공간정보 추출” 
      기법 개발 및 연구 수행 내용

곽태홍(건설환경공학부)발표

송아람(경북대)
김예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민영(공학연구원)
정민경(건설환경공학부)
강원빈(건설환경공학부)
송용준(고려대)

토론

비공개

1. 북한의 주거환경과 주민활동
최봄이(공과대학 협동과정)

세션 29

참여링크 ㅣ

박인권(환경대학원)사회

15:00–17:00

환경대학원(박인권)

1. 북한배경 청소년 대상 진로프로그램 
    선행 연구 동향 및 북한배경 청소년 
    대상 CQR 연구결과

전주람(서울시립대)

세션 30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j/8565 
1110170?pwd=Y1ZLV2gyamFwT3 
VqWE1GakpNYjlJQT09

https://snu-ac-kr.zoom.us/j/81020 
484011?pwd=T0VWU2FGcFVSe 
W5LSjZsR0ZYR2NtZz09

신윤정(사범대)사회

16:00–18:00

사범대

1. 국제협력을 통해 본 북한의 
    야생동물/생태보호

주윤정(인권센터)

세션 31

참여링크 ㅣhttps://snu-ac-kr.zoom.us/-
j/88555277341

이항(수의대)사회

16:00–18:00

수의대

1. English School and the 
    Lessons of History

Doohwa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세션 32

참여링크 ㅣ

전재성(정치외교학부)사회

16:00–18:00

국제문제연구소

https://snu-ac-kr.zoom.us/-
j/87998149083

발표

2. 북한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형성요인

최고운정(환경대학원)발표

신건수(경남대 건축학부)
박희진(동국대 북한연구소) 

토론

발표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FGI와 
     델파이 연구결과

지    은(인하대)발표

3. 북한배경 청소년 대상 
     생애진로설계 집단프로그램 
     개발결과: 구성 및 운영

윤효정(사범대)발표

4. 예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소개 및 
     효과성 분석 및 함의

신윤정(사범대)발표

신윤정, 지은, 전주람, 윤효정(사범대) 
토론 논의 및 Q & A 

발표

2. 노동 신문과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본 북한의 야생동물 현황에 대한 인식

천명선, 배재예(수의대)발표

3. 남북한 보호구역 현황과 식육목 
     동물 명명 및 분포

이     항, 김동윤(수의대)발표

김명신(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윤희(사회학과) 

토론

발표

2. Global IR and a reflexive 
     stocktaking from Asia 

Yong-Soo Eun
(Hanyang University)

발표

3. The Global South and the     
     Middle Power Concept: The 
     Cases of Brazil and South Africa 

Charalampos Efstathopoulos 
(Aberystwyth University)

발표

전재성(정치외교학부) 토론

4. Vietnam's emergence as a 
      middle power in Asia: 
      unfolding the power-
      knowledge nexus 

Thuy T. Do(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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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nu-ac-kr.zoom.us/j/84048844092?pwd=QW5KVUNGQ0JhbGlQcmNBdmxuc3RO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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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nu-ac-kr.zoom.us/j/86985609896?pwd=a0lQdENhWVpZUkZWZW9YSzR3ekRId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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