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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 및 대북정
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한 통일연구원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통일연구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설립 30주년을 자축합니다. 통일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현직 구성원 여러분들과 연구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통일연구원은 통일·대북정책 관련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의
통일·대북·평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독일이 통일
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해체될 무렵 설립된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체제위기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불원간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며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해
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설립 당시만 해도 통일이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북핵문
제는 임계점을 넘어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수령체
제를 이어가면서 ‘전략국가’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등 민족보다는 국가를 앞세
우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통일문제·북한문제·평화문제를 연구하고 미래를 준
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지난 3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30년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본격화한 미·중 전략경쟁, 교착국
면에 빠진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협상 등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연구원이 국책연구 기관으로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음에도 불
구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금
체계와 승진체계를 정비하고 외부 수주를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도
통일연구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변화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우 짧은 준비기간에 『통일연구원 30년사』를 만들어준 편집진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분들이 통일연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연구원을 거쳐 학
계 등으로 진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모든 분들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담지
는 못했습니다. 과거 업적을 정리하고 현재 활동을 소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위해 열
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통일연구원의 발전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통일연구원장

축사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통일연구원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붕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유환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괴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변화된 환경 속에

남북관계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역대 원장님들과 모든 연구원 및 직원 여러

서 통일을 준비하고 격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통일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

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배경 속에서 통일연구원이 1991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이 걸어온 30년은 우리나라 남북관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국회의장

박병석

아닙니다. 남북관계의 변곡점마다 통일연구원은 정책적·학문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북
한 및 통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은 중장기 정책대안들을 마련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역량을 키워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이 개원 30년을 맞아 발행하는 『통일연구원 30년사』는 우리나라 남북관
계의 발자취이자 생생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멈춰서
는 안됩니다.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나아가 통일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여정은 남북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
는 과정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

통일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
국무총리

관으로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구상과 실행을 뒷받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습

김부겸

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오랫동
안 축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의 북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술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
류·협력을 통해서 튼튼한 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
하고, 남북 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인 교류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평화와 번영
을 향한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더 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통일연구원이 앞장서
주십시오.

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고차방정식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데
통일연구원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여러 정책 제안과 연구 성과들은 한반도 평화의 시계
를 움직이는 힘찬 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

통일연구원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북한 체제 및 변

치 않습니다.

화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활발
한 연구 협력을 하는 등 연구 네트워크를 갖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
니다. 20세기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21세기 통합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데 통일연구원
이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과 『통일연구원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고
유환 원장님과 연구원, 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통일연구원이 첫 발을 내딛은 1991년은 세계적으로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남북 간에

통일연구원은 1991년 4월 탈냉전과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

는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던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30년은 그야말로, 숙명처

선과 통일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국가적 필요와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럼 주어진 분단의 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대항해의 시간이었습니다. 남북관계는 때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북한 핵개발 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역사적인 남북정

큰 파고를 만나고, 가끔은 뒤로 가는 듯도 했지만 적대와 대립의 관성을 넘어 조금씩 전
통일부장관

이인영

진해왔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해주신 통일연구원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
를 빌어 고유환 원장님과 통일연구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회담 등 지난 30년 동안 통일연구원이 대응해 온 환경은 격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정에서 북한 및 통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이 제시한 정책 대안들은 남북 간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정책적·학문적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현시점 미중의 전략경쟁

그뿐 아니라 통일연구원은 북한 실태 및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축적함으로

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우리를 둘러싼 세계질서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전환기

써 명실공히 최고의 북한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 및 워크

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의 상황도 달라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 또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

숍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협력하여 한반도 통일문제

화·통일에 있어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연구원도 기존의 통일·북한 연구를 주제, 접근 방식, 방법론 등에 있어 다변화 하
면서, 그 논의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활발한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통일·평화·번영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

근래에 들어 여러 번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
면서 한때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여
전히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
지나온 30년간 연구역량과 경험, 노력의 결실을 담아서, 통일연구원의 30년사를 의

의 창’을 열어가기 위해 통일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욱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미 있는 성과물로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통일이라는 최고의 난제와 누
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미완의 과제가 남겨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난 몇
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그 어떤 시기보다 한반도 문제에 포괄적이고 근본적
인 해법으로 다가선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성과와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다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발전 동력으로 연

우선 통일연구원은 역사적 소명의식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와 흐름
을 정확히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열어 나가
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 데 연구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시키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연구원의 30주년인 2021

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계기로 20세기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 통일의 역사

년이 한반도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번영으로 가는 기회의 창을 열어냈던 역사의 변곡점

를 열어나가는 데 통일연구원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다가올 시간,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사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통일연구
원이 변함없이 동행하고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북한·평화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자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세계 속에 그 위상과 발전이 더
해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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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통일연구를 활성화하려는 포부인 만큼

“우리 연구원의 통일·북한 전문가들이 흘린 땀이 농축돼서 탄탄한

젊고 새로운 신진학자들로 구성하여…

기초연구의 토대를 구축함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인 정책·전략 개발의

현실로 다가선 통일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을

싱크탱크로서 질적 수위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켜 왔다고 자부합니다…(중략)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작정입니다.”
이병용 초대·2대 원장, 경향신문(1991.3.15.) 및 조선일보(1991.4.9.)와의 인터뷰 발췌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5대 원장, 통일한국(1999.3.22.)과의 인터뷰 발췌

1998.9.4.독일연방 헌법재판소 소장 초청특별세미나

사진출처: e영상역사관

1991.7.1. ‘민족통일연구원’ 현판제막식

1996.12. 우수직원 표창장 수여 및 기념식

“남북의 해빙무드라고 할까,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던 것은
그때 북한이 체제 붕괴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중략)
…통일원이 ‘남북연합’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내놓았고…

2001.1.26. 서병철 전 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접견

1996. 북한인권백서 초판

“통일연구원이 창설 10주년을 맞이했고 학자들 역시
장기근무를 하면서 대북전문가로 실적을 쌓았습니다…(중략)
… 우리의 내용은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행정부서가 된 통일원 말고도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언론이나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심층연구가 가능한 통일연구원을 만들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관련 법안인

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의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통일연구원법’이 그다음 해인 1990년에 통과됐고요.”

턱없이 부족한 34명의 인원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3, 4대 원장,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에서 발췌

서병철 7대 원장, 통일신문(2001.6.11.)과의 인터뷰 발췌

“우리 통일연구원은 주변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및

“남북관계가 심화·발전되면서 북한대학원과
대학 내 통일관련 연구소들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급변하는 북한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연구에

연구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원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공동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높은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저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멍에가 주는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한의 무게감에 젖어있지만은 않겠습니다.

박영규 8대 원장, 통일연구원 15년사 발간사 발췌

그보다는 앞으로의 통합을 꿈꾸며 선진 한국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의 밑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재진 10대 원장, 2008년 통일연구원 안내책자 발간사 발췌

2006.5.3.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원장 방원 기념식

2008.12.3. 남북협력포럼 출범식

2011.11.9.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
2007.9.12. KINU CI 공개 기념 행사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일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

연구의 핵심·중점 과제로 삼아 나갈 계획이다.

통일에 대한 연구가 중복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비핵화나 남북교류·협력증진 방안, 인도적 문제 등을 포함해

연구원들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도 포용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기여하는 연구에 주력할 것이다.”

연구과제를 발굴하겠다.”

이봉조 9대 원장, 연합뉴스(2007.9.11.)와의 인터뷰 발췌

김태우 11대 원장, 연합뉴스(2011.8.30.)와의 인터뷰 발췌

“국가정책도 하나의 생산물이고, 이를 만드는 과정은
결국 엔지니어링입니다. 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접근법뿐만 아니라 정교한 공학도 필요합니다…(중략)
…주어진 조건 속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최적화하는 게

“현실의 속도감을 연구가 따라잡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이런 부분을 해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산업공학의 핵심 개념이며, 국가정책 생산 과정에도 이를 접목하겠습니다.”

과거의 관성에 따라서 보는 방식을 극복해야 하는데,

전성훈 13대 원장, 조선일보(2013.9.30.)와의 인터뷰 발췌

소통이 필요하며 내부적으로 토론을 활성화하고
외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도 활짝 문을 열어야 한다.”
김연철 16대 원장, 연합뉴스(2018.5.6.)와의 인터뷰 발췌

2013.9.6. 아일랜드 대사 방원 인터뷰

2017.4.28. KF 초청 학계유력인사 방원워크숍

2015.4.8.개원 24주년 기념식

“통일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길을 밝혀주는 노력이 중요한데,
이런 기반을 닦기 위한 과제를 ‘통일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
북한 정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길을 밝히고
멀고 먼 항해를 하는 데 등대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진욱 14대 원장, Daily NK(2014.6.30.)와의 인터뷰 발췌

2018.7.10. 주한영국대사 방원 세미나

2019.12.12. 통일연구원 리서치 페스티벌

2021.4.8. 개원 30주년 기념식

“통일은 염원할수록 멀어져 왔고,
2020.5.6. 고유환 원장 취임식

북핵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고도화됐습니다.
북한과 만든 거의 모든 합의문은 합의 직후부터
곧바로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관점에서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나가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유환 18대 원장, 원장 인사말 발췌

모델 | 임여원

1부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족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
국가의 통일정책수립의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연구원

30

년사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통일·평화·
번영으로 가는
30년

“...민족통일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 제1조, 1990.8.1., 제정

01 한눈에 보는 통일연구원 30년

02 통일·북한·평화 관련 종합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

03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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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통일연구원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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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4월 9일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 환
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통일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연구·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의 대
북 및 통일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통일·북한·평
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1부

2007.
9.12.

2020.
12.29.

2021.
4.8.

통일학술정보센터
열람실 오픈 행사

통일연구원
새 CI 공개

통일연구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

통일연구원 30주년
개원 기념식

2015.
4.8.

2015.
12.27.

서초구 소재
청사 이전

통일연구원
제2청사 개소

2007.
1.18.

2008.
8.8.

2011.
8.8.

2012.
12.17.

2013.
8.9.

2014.
3.28.

2017.
3.28.

2018.
4.12.

2019.
6.13.

2020.
4.30.

이봉조 원장 취임
(9대)

서재진 원장 취임
(10대)

김태우 원장 취임
(11대)

김동성 원장 취임
(12대)

전성훈 원장 취임
(13대)

최진욱 원장 취임
(14대)

손기웅 원장 취임
(15대)

김연철 원장 취임
(16대)

임강택 원장 취임
(17대)

고유환 원장 취임
(18대)

2008.
7.16.

2011.
11.9.

통일연구원철원군 쉬리마을
자매결연식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개최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2008.
4.4.

2009.
1.20.

2011.
4.8.

2013.
10.17.

통일부-통일연구원
‘통·통 정책포럼’
개최 및 MOU 체결

북한이탈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서울 플라자호텔)

제1차

2015.
5.29.~31.

2015.
8.18.

2017.
10.13.

통일박람회

통일염원 메시지
동판 제작

평화로 2017
홍보 부스 참여

DMZ 세계평화공원

2015

포럼 발대식 및
1차 회의 개최

홍보 부스 설치

2008.
6.19.

2014.
6.13.

통일대비 여성
임파워먼트 사업
개시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 준비:
모자보건 100일
패키지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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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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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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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1988 1990 1991

1994 1996

1997

1998

1999

2001

2004

2005

2006

1990.
8.1.

1999.
1.19.

2006.
7.1.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
제정 · 공포

「정부출연(연)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5733호)」
제정·공포에 의해 통일부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통일연구원’으로
소관 및 기관명칭 변경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 (법률5733로) 제정·
공포에 의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관 변경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21

1998.
12.18.

2007.
4.30.

2007.
9.12.

2020.
12.29.

2021.
4.8.

부설 북한인권정보센터
설치

통일학술정보센터
설치

통일문제연구협의회
(現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창설

통일학술정보센터
열람실 오픈 행사

통일연구원
새 CI 공개

통일연구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

통일연구원 30주년
개원 기념식

1991.
4.9.

1991.
7.1.

1997.
7.1.

2015.
4.8.

2015.
12.27.

통일원(現 통일부) 업무보고 시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하도록
대통령 지시

법인 설립 등기

민족통일연구원 개원
(세종문화회관)

신청사(장충동 소재)
입주

강북구 수유동
청사 이전

서초구 소재
청사 이전

통일연구원
제2청사 개소

1988 1990 1991

2020

1998.
8.27.

1991.
2.2.

이병용 초대 원장 취임

2019

1996.
4.1.

1988.
3.14.

1991.
1.3.

2018

1994.
1.3.

1996.
12.19.

1998.
4.16.

1999.
7.6.

2001.
1.18.

2004.
1.18.

2007.
1.18.

2008.
8.8.

2011.
8.8.

2012.
12.17.

2013.
8.9.

2014.
3.28.

2017.
3.28.

2018.
4.12.

2019.
6.13.

2020.
4.30.

이병용 원장 취임

정세현 원장 취임
(3·4대)

양영식 원장 취임(5대)

곽태환 원장 취임
(6대)

서병철 원장 취임
(7대)

박영규 원장 취임
(8대)

이봉조 원장 취임
(9대)

서재진 원장 취임
(10대)

김태우 원장 취임
(11대)

김동성 원장 취임
(12대)

전성훈 원장 취임
(13대)

최진욱 원장 취임
(14대)

손기웅 원장 취임
(15대)

김연철 원장 취임
(16대)

임강택 원장 취임
(17대)

고유환 원장 취임
(18대)

2019

2020

(2대)

2005.
6.9.

2006.
4.12.~14.

2008.
7.16.

2011.
11.9.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자전거 전달식

2006 통일연구원
혁신 워크숍(금강산)

통일연구원철원군 쉬리마을
자매결연식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개최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1991.
6.13.

1991.
10.28.~29.

2001.
4.6.

2005.
4.7.

2008.
4.4.

2009.
1.20.

2011.
4.8.

2013.
10.17.

제1회 국내학술회의
『전환기 東北亞 질서와
南北韓관계』 개최
(서울 타워호텔)

제1회 국제학술회의 『Is North

개원 10주년 기념 제40차
국내학술회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구축』 개최
(서울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개최
(서울 롯데호텔)

통일부-통일연구원
‘통·통 정책포럼’
개최 및 MOU 체결

북한이탈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서울 플라자호텔)

제1차

Korea Changing: What is Its
Future?』 개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1994 1996

1997

1998

1999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15.
5.29.~31.

2015.
8.18.

2017.
10.13.

통일박람회

통일염원 메시지
동판 제작

평화로 2017
홍보 부스 참여

DMZ 세계평화공원

2015

포럼 발대식 및
1차 회의 개최

홍보 부스 설치

2008.
6.19.

2014.
6.13.

통일대비 여성
임파워먼트 사업
개시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 준비:
모자보건 100일
패키지 실행방안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202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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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02

통일·북한·평화 관련 종합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배경과 목적

1980년대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라 우리의 통일

1부

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바람직한 민족통일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지
면서, 체계적인 통일논의의 확산과 전문적인 종합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에 의거 1991년 4월 9일 민족통일연구원이 개
원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 「정부출연(연)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5733호)」 제정·
공포에 의해 통일부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통일연구원’으로 소관 및 기관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법률4733호)」 제정·공포에 의해 경제·인문사

통일·북한·평화 관련 종합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환경도 변화하여, 정부는 사회주의권과의 교류 확대와 남북한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하

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습니다.
1991년 개원부터 30년동안 통일연구원은 통일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
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030

01

통일에 관련되는 연구 및 정책개발

02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의 수탁

03

통일관련 정보 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04

통일관련 연구물 및 자료의 출판

05

북한경제연구를 포함한 통일문제 연구

06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031

비전과 경영목표

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일집현전’으로서, 통일

CI 소개

문제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국가 정책 개발 연구기관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영문약칭 [KINU]를 감싸 안은 두 개의 큰 원을 통해 통일한국을 그리며
희망이 가득 담긴 웃음을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I(나)와 U(너)가
이어지는 큰 원을 그리며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N(그리
고)에서 나온 원이 U(통일)를 감싸며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날, 통일의 그 날이 같이 다가
옴을 형상화했습니다.
역동적인 서체는 통일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대안을

1부

발굴하여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통일연구의 새 지평을 열 통일연구원을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선도하는
통일·북한·평화 정책연구기관

현합니다.

기관 설립목적

국가의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실질적·효과적 기여

(미션)

경영목표

추진전략

I

II

III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선도

새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한
중장기 미래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구성과 확산

‘사람중심’의 포용적
경영혁신 추진

I-1

II - 1

III - 1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통
한 비핵화 촉진과 선제적·창의
적 연구 주도

통일·북한·평화 연구 분야 데이
터 플랫폼 구축

조직문화 개선 및 구성원 소통
강화를 통한 직군간 포용·협력
문화 정착

I-2

II - 2

III - 2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프로세
스 촉진을 위한 평화·통일 공공
외교 강화

정·산·학·연의 중심 허브(Hub)
기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I-3

II - 3

III - 3

K-평화와 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정현안 지원 및 연구의
질 수행체계 개선

032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21세기 통일한국을 설계하는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을 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정비

30주년 기념 엠블럼

통일·북한·평화 관련 종합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비전

통일연구원은 개원 이후, 5주년, 10주년, 15주년, 25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고, 당시의
경영목표와 위상을 반영한 엠블럼을 제작했습니다. 2021년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연
구원 로고가 상징하고 있는 ‘화합’의 의미를 ‘30’이라는 숫자로 형상화했습니다.

업무혁신 시스템 정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좌측부터)
통일연구원 10, 15, 25주년
기념 엠블럼

033

03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1부

능률적 운영을 꾀하고자 직제에 따른 조직과 업무의 분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도

원장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통일연구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 7개 실, 8개 팀, 1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

감사실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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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2021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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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감사
(비상임)

1

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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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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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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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지
식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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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전문직

전문
선임
선임
연구원
전문원
행정원
연구원
전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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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부
연구
위원

8

22

7

8

15

4

행정직

2

20

9

고유환

부원장 조정아

035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각 실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중장기 연구사업계획, 경영 혁신 및 경영목
표를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연구사업 기획·관리 전반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를 축적
하는 연구관리팀, 예산 편성·배정·집행 및 결산의 조정 업무를 맡는 예산기획팀, 국내외
홍보,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대외홍보팀, 기관장 업무 지
원을 담당하는 부속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한동호

연구기획부장

이재영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기획조정실장

연구관리팀

대외홍보팀

팀장 이다빈

팀장 김아영

팀원 노현우, 김현민,

팀원 임여원, 안정은 연구원

탁민지, 황세정 연구원

안연숙 선임행정원

신동선, 정지은 선임행정원
이지은 행정원

예산기획팀

부속팀

팀장 최유정

팀장 심선영

팀원 장미경 선임행정원

팀원 김혜민 연구원

김한아, 신상민 행정원

연구관리팀

예산기획팀

036

037
대외홍보팀

부속팀

통일정책연구실

통일정책연구실은 통일방안 등 통일과정 및 통일 후를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

북한연구실

북한연구실은 북한 정치·군사·경제·사회·대외관계 등 북한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연구,

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연구,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 북

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전략 연구,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연구,

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북한의 대외전략·전술에 관한 대외관계 연구, 북한 체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연

제 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남북 간 갈등관리 및 통합과정 연구, 통일·평화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 연구, 통일·평
1부

통일정책연구실장 이상신

북한연구실장

홍제환

실원

실원

조한범, 김석진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선임연구위원

김갑식, 정성윤, 박주화, 이무철 연구위원

박영자, 홍민, 오경섭, 최지영, 정은미 연구위원

장철운 부연구위원

강영은 전문연구원

김인숙, 이은정 전문연구원

서양아, 권주현, 한종민 연구원

윤신화 연구원

정은정 선임행정원

이순화 선임행정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038

화교육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39

평화연구실

1부

평화연구실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안보 관련 연구와 북한 핵문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인도협력연구실

인도협력연구실은 남북한 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군비통제 관련 연구, 비무장지대 및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연구, 한반도 및 동

책 연구,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

북아 국제정세 분석 및 전략개발, 남북한과 주변국 관계연구,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

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남북 지자체 협

외교정책 방향 연구,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

력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연구, 통일정책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태

실원

이금순, 김수암, 이규창 선임연구위원
실원

홍석훈, 정은이 연구위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

나용우, 이지순, 최규빈 부연구위원

현승수, 도경옥, 신종호, 서보혁, 민태은, 김상기 연구위원

홍예선, 윤훈희, 최종학 연구원

김주리, 박은주 부연구위원

최은희 전문원

권혜진, 서은성 전문연구원

이환선 선임행정원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평화연구실장

인도협력연구실장 이우태

용혜민, 김소연 연구원
송은주 선임행정원

040

041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은 연구원의 인사 및 복무를 관리하는 인사팀, 서무·보안업무 및 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총무팀, 예산집행·결산,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재무관리팀, 통일 관련
정보 자료의 효율적 관리·제공업무, 출판업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 지식정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경영지원실장

이찬희
재무관리팀

팀장 김민영

팀장 고향숙

팀원 선종찬, 김효민, 김연주 행정원

팀원 양심훈, 김연희 선임행정원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인사팀

송민석 행정원

총무팀

지식정보팀

팀장 전원민

팀장 박청문

팀원 이경수, 장혜정,

팀원 김세라 연구원

강민기, 고은향 선임행정원

최종만, 남형우, 이송철 선임전문원

김형환, 서성곤, 황지혜 행정원

신호섭 전문원
문준식 선임행정원

042

043

1부

045
지식정보팀
재무관리팀

044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인사팀

총무팀

감사실

감사실은 결재된 업무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며, 연구원의 자산실
태,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고 특별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이정철

감사실장

손지숙

실원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감사(비상임)

노숙영 선임행정원

046

047

1부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048

049

1부

통일 · 평화 ·
번영으로 가는 30년

통일연구원의 사람들

050

051

2부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북한연구가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개원을 계기로 북한연구가 타 학문분야로
급속히 확산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50여명에 달하는
각 학문분야별 박사급 전문가들이 북한연구를 본격화하면서
정치분야 위주의 북한연구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학문분야로 확산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학을 전공한 전문가도
있었지만 북한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다수의 전문가들이
통일연구원에 들어와 북한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북한연구의
저변확대와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고유환, “분단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p. 38.

통일연구원 30년사

KINU 3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 여정

KINU 3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연구 여정

“1991년 4월 ‘민족통일연구원(지금의 통일연구원)’이 개원하면서

01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구 추진체계
02 통일정책연구
03 북한연구
04 국제관계 및 평화연구
05 인권 및 인도협력연구

052

053

모델 | 김민영

01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구 추진체계

통일연구원은 1991년 개원 이래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정책연

워드클라우드로 보는 KINU 연구동향 30년

구, 북한연구, 국제관계 및 평화연구, 인권 및 인도협력연구 등 4개의 연구영역을 바탕으
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학술적 기초연구부터 단기,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구 추진체계

KINU 3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 여정

연구
책

북한 실태에 대한
총체적 분석 및
변화 방향 예측

북
한
구
연

통일
정

중장기적인
대북 통일정책 연구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

및

054

력

관계

연구

국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관계 및
평화 연구의 심층 분석

평

화

연구

및
인권

인

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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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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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3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 여정

통일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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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보는 연구동향 30년 ( 1 )

1991~1996

연구원 개원 이후 첫 3개년 계획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의

1997~2001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북한 실태 연구 및 분석에 대한 새로운 요구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의 「민족통일

통일문제 연구의

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북한의 체제유지 특성에 대

‘민족통일대계’ 연구 수행

2부

대계」의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북한실태의 총체적인 분석과 함께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

각론화·내실화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냉전 구도의 정착에 따라 한반도 주변 4국 간의 한반

건 등을 고려한 연구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도 통일문제의 시각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반도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따라 북한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주변국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1997년에는 북·미관계 개선 및 4자회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를 진행하여, 통일 이후 이질적인 체제통합은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제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에는 정부의

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기 위한 연구들과, 남북교류·협력연구, 북한인권 및

1994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북한체제의 향방과 새로

인도적 문제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

등장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북한

원전에 대한 자료축적과 교재개발 등의 연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

의 실태 분석 및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통일 이후를 대

담에 따라 남북관계는 안정적 발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민족동일성회복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문사회연구회(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을 위한 통일문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열

산하 국책연구기관 중 최초로 연구회가 주관하는 협동연구사업을 발굴하고 모델을 제시

악한 인권상황이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자,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립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북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더욱더 각론화하고 내실화하

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1996년부터 『북한인권백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북

는 데 노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구 추진체계

KINU 3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 여정

위기관리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독일 통일 경험을 통해 우리의 통일비용 연구

한인권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종합적인 분석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구총서 92-12]
통일독일의 재정운용 실태연구:
통일관련 재정정책 중심

[연례정세전망 1991]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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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93-25]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교포정책

[연구총서 94-07]
김정일 리더쉽 연구

[연구총서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북한인권백서

1996

[연구총서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연구총서 2000-02]
대북포용정책 추진전략

[연구총서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0-01]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연구총서 2000-0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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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보는 연구동향 30년 (2)

2002~2006

연구원은 통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연구의 전문화를 추진하게 되

통일연구의 전문화

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 통일정책연구, △ 북한실태 분석, △ 통일환경 분
석 연구의 3개 부문이 3위 1체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관리 아래에서 연구를 수행

2002~2006

21세기 통일한국을 설계하기 위하여 ‘실사구시’의 고품질 연구성과 창출이라는 연구철학

한반도 평화정착·

을 토대로 통일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대안을 발굴하고자 했

북한·통일문제의
체계적 전문연구 수행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

하게 되었습니다.

계가 경색되자, 북한붕괴론, 평화체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연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변화와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한반
2부

습니다. 그와 함께 북핵 위기가 대두되자, 위기를 해결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이에, 북한붕괴 대비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증가하면서 북한실태와 체제변화의 추이와 능

주변 4강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연구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학문의 질적·

력에 관한 연구도 지속하였습니다. 그중 김정일 체제의 정책방향을 진단하고, 총체적인

양적이론 분석방법이 발전하면서 통일환경을 대비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연구를

실체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그에 따른 북핵, 북미

진행하였습니다.

관계, 북한의 외교군사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MD
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동북아 4강
의 안보전략을 연구했으며,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 연구, 일
본 연구들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0년대 중반 대량으로 양산된 탈북자의 인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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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일 시나리오를 토대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학제 간 대형협동연구를 수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태보고서 등을 전문적으로 발간하
면서 전문적인 통일연구 기관으로서 발돋움했습니다.

[연구총서 2002-11]
‘불량국가’ 대응전략

[연구총서 2001-11]
‘김정일 선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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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연구총서 2002-24]
북한의 핵개발 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대미협상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 정책과
북한의 대응

[연구총서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총서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연구총서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기타연구보고서]
2011년
통일예측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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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보는 연구동향 30년 (3)

2012~2016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증대된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2017~2021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평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위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를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행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활

다.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체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을 마련하고

상호 유기적 연구체계 구축

발하게 수행했습니다.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정책적 기여도 확대 노력

2부

통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균형있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에 관한 연

고, 진화하는 통일·대북 정책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

구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향후 북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 평화

도 분야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등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

와 번영이 선순환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수행해

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한국의 주변 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연구총서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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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기타연구보고서]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연구총서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연구총서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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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 및 동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연구총서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대북 정책

[연구총서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연구총서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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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통일정책연구

주요성과

통일연구원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합리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더욱 바람직한 남북관계

또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

와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용과 억지의 병행전략』(이상 1999), 『대북포용정책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대북포용

이뤄진 대북・통일정책 관련 연구는 크게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연구, 남

정책의 발전방안 연구』(이상 2000),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화해협

북회담 및 합의와 관련된 연구,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연구, 해외사례 연구

력정책과 남북한미래상 연구』(이상 2002) 등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01~2002년 인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진행된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주제 연구(2001)와 ‘남북

2부

한 실질적 통합’ 주제 연구(2002)는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정책 추

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

진체계 실태연구』(2003), 2003~2005년 이뤄진 ‘통일 인프라’ 주제 연구, 『동북아구상과

안을 제시하려는 목적 아래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원 설립 원년(1991)에 내놓은 『「한민족

남북관계 발전전략』,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이상 20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공동체」 구체화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통일논의의 변천

연구로 2006년 진행된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관련 연구,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

과정 1945∼1993』(이상 1993),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국내외 체제’ 관련 연구, 『남

와 향후과제』(2007)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북연합 형성 및 운영 방안연구』, 『한국민족주의 연구』(이상 1994), 『남북화해・협력의 실

새로운 방향에서의 대북・통일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이명박 정

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이상 1995), 『한

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통일한국의 위상』(이상 1997) 등의 연구가 이루

이론적 체계 연구』(이상 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대북정

어졌습니다.

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통일예측시계 구축』(이상 2009)뿐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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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당

회 협동연구로 2009년 ‘비핵・개방・3000 구상’ 관련 연구와 2010년 ‘이명박 정부 외교
안보통일정책’ 주제 연구, 2010~2011년 ‘북한정보(관리)체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
4% 통일교육(20건)

39 52

4% 통일비용 편익(20건)
6% 해외사례(32건)
8% 여론조사

59

동북아 4국의 인식』(이상 2013),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2014), ‘통일예측
시계’(2014~2016),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
10% 회담,합의
11% 통일정책
일반

20%

총 2,871건 중

106

통일정책연구 519건
(전체의 18%)
통일정책연구

로』,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이상 2016) 등의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15%

80

연구원 발간물

519

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한반도 통일에 대한

111

통합(통일한국)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02]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방안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21%

대북정책

519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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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원 발간물 대비 통일정책연구 성과(건)

〈그림2〉 통일정책연구의 주제별 연구현황 (기준일: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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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통일국민협

[학술회의총서 2000-03]

2000년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약 추진방안』,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이상 2017),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2018),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
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이상 2019),
남북정상회담 평화 사진관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9~2020년 이뤄진 ‘남북연합’ 주제 연구,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
・통일전략』,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
제』(이상 2020)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북・통일정책 관련 연구를 통
하여 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이론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에서 추진과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려 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지금까지 이뤄진 남북한 간 주요 회담
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과 분야별 회담이 이뤄지던
2부

2000년 연구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
계의 전망』, 『남북공동선언과 동북아 평화전망』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학술회의총서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2007년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통일정책연구

전망』(이상 2007)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관련 연구 결과를 『온라인시리
즈』 형태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 등이 갖는 의미를 보다 알기 쉽

남북정상회담 평화 사진관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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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2005),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 등에서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연구 또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습
니다. 1990~2000년대에는 1993~1995년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1999
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등을 간헐적으로 진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매년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한 여론조
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2015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6~2017
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6),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
민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여론』(이상 2017) 등과 함께

[온라인시리즈 CO2018-12]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2018년 남북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의미와 실현

2018~2020년에는 ‘KINU 통일의식조사’와 ‘한국인의 평화인식・의식’ 조사를 추진하였습
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2013)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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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조사』,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이상 2016), 해외에 있는 한반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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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연구와 관련해서는 단연 남북한에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에서 교

2부

향후 추진과제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획・

훈을 찾는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독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관계 개선

수립을 뒷받침하고,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방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사례 중심』(1991) 연구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통일독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제시하는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원에

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 『통일독일의 재정운용 실태연구: 통일 관련 재정정책 중심』(이상

서 수행하여 나가야 하는 대북・통일정책 연구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도적인 대북・통일정책 연구 경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정책 연구: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1994),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

동안 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연구를 주

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1995),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 『동서독간 정

요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대북・통일정책

치통합연구』(이상 199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연구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개념적 측면 등에서 보완하

(이상 1998) 등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여 정책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측면

서는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2000),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향을 유지・발전시켜

교정책과 한반도』(2002),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2007), ‘독일통일 20년’ 주

나가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향하여야 하는

제 연구(2010),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2017) 등 통일과정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통일 후 통합 과정을 주제로 한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베트남 통합사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담론과 아이디어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례 연구』, 『예멘 통합 사례연구』(이상 1993), 『중·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1994) 등의

길잡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연구원은

사례도 연구했습니다.

통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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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독일통일후 동독지역에서의 사유화정책 연구』(1993),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민들 속에서
모색하려는 경향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원은 그
동안 대북・통일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우리 정부의 관계 부처 및 기관, 각계의 전문가
들과 머리를 맞대며 협력하여 왔습니다. 이는 연구원이 대북・통일정책 수립・추진에 기여
[정책연구시리즈 17-03]

[연구총서 93-14]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베트남 통합사례 연구

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려 했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통일정책의 당사자와 수혜자는 바로 우
리 국민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 연구원은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북・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국민과 함께, 국민들 속에서 지금까지보
다 더욱 왕성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총서 93-19]
예멘 통합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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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94-04]
중·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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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북한연구

주요 성과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분단체제에서 7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함을 의미합니다. 남북격차의 확대는 분단구조를 더욱 고
착화시키며 한반도평화와 남북 공동의 번영을 소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부

각 영역에서 이뤄진 북한연구는 북 체제 내부의 동향 파악 및 거시적으로 북한을 이해
하는 척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어왔습니다.
총 687권 중 255권으로 약 37%를 차지하는 북한의 정치 영역은 최근까지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되어왔습니다. 이는 북한연구에서 여전히 정치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절대적인

구 발간물 총 2871건 중 북한 연구가 687건을 차지하며, 전체 연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최고 엘리트 및 권력관계, 후계체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안보·통일에 이르

정치체제, 노동당 조직 등 북한체제의 변화와 내구력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았는데, 그 중

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북한 내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거시적·미시적 접근을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후계체계가 바뀌어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습니다. 김일

접목하여 실태파악에도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자료 또한 통계뿐 아니라 북한 내부 문

성 사후인 1994년 전후로는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과 우리의 통일방안』, 『김정

건과 북한이탈주민 면담 외에도 위성자료 등 각종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및 내재

일 정권의 등장과 정책 전망』, 『북한의 변화와 김정일 정권의 장래』(이상 1994), 『김일성

적 접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후 1년』(1995) 및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정세 전망과 정책 방향』(2011), 『김정은 정권

북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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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연구원은 북한 자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연

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 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2 북한 위기 가능성』, 『김정은
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이상 2012)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2005년 이후 현
재까지 분석을 이어오는 『신년사』(2005~현재)는 해당 연도의 정책 방향성 및 내부 정세
를 파악하고 전망하여 대북정책을 펼치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에 대한 지속적 분석(1998~현재)은 북한의 중장기 전략과 목표를 간파할 수 있는 핵심 부
문입니다.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분석도 산업, 군사 등 내부 동향, 나아가 대내외 정세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11』(2011),

1% 일반(4건)

『김정은 위원장의 2020 상반기 공개 활동 평가와 분석』(2020) 등입니다.

5% 대남정책

687

35 61

9% 사회문화
9% 외교
19% 군사 핵

64
129

연구원 발간물

20% 경제

총 2,871건 중

139

북한연구 687건

뿐만 아니라 군사·핵 영역이 그 다음 비중이 많은 경제영역과 비슷한 건수로 집필되
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경제부문 못지않게 핵·군사부문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있
으며, 체제경쟁 및 협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목표 및 전략과 연결되는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핵·군사문제 연구 총 129편 중 핵 관련 연
구가 81편이고, 나머지가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는 그만큼 핵
문제가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시기별로 핵개발의 수준

(전체의 24%)

에 대응한 연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즉, 90년대 초기에는 주로 ‘북한의 핵문제’ 자체에 치
북한연구

687건 중

중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전망과 과제』(1993) 등입니다. 그러나 점차 핵개발이 고도화

255

37% 정치

되면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실태』(2004)에서 북한의 『북한의 「핵
보유」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2005),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2016) 문제로 옮겨갔으며, 국제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2006)입니다. 최근에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2009),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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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원 발간물 대비 북한연구 성과(건)

〈그림2〉 북한연구의 주제별 연구현황 (기준일: ~2021.4.)

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 방안』(2011), 『북한의 비핵화가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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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등 비핵화 및 해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사회주의

〈그림3〉
북한연구 연도별·주제별 변화
(기준일: ~2021.4.)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2004) 등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체
제 내구력을 파악하여 남북경협 방안, 대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
께 북한이 1991년 12월 최초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특별지대를 선포함으로써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문제, 외자유치 법령 문제, 나진-선봉지대의 현황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1995),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1996), 『북한 대외무역의 특
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1998)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에 대한 정도 및 의지를 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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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995

2006
2008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2004), 『북한경제

2009

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2006) 등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5·24조치 이후

2010
2011
2012
2013

5·24조치, 북핵문제 등 정치안보 면에서 적지 않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14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재개가 되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

2015

면에 2018년 이후에는 군사·핵 부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40

1994

되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 내륙기업 등 남북간 경제

이 시기 남북관계에 기복이 매우 심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 시기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30

1992

2005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이 시기 영역별로도 보고서의 편찬 회수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20

1991

론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1990년대 남북경협이 시작되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확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분석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북한의 경제특구

10

1993

경제체제의 붕괴와 함께 직면한 경제난 및 체제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습니다.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1996), 『북한의 제2경제』(1998),

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술회의총서 94-04]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책전망과
우리의 통일방안

[KINU Insight 94-15]
김정일 정권의 등장과 정책 전망

[온라인시리즈 CO2012-20]
김정은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또한 7·1경제개선조치에서 6·28조치 등 북한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개혁관련 집중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
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2004)입니다. 최근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 변
화 및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업관리체계, 시장, 기업, 도시, 산업, 인구 등 도시와 공
간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전국 시장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이상 2016),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2019),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
인 및 전망』(2020)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투자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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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향후 북한의 개방과 함께 국제 투자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073

한편, 북한연구가 체재 내부 분석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문에 대한 연구가 꾸

이상으로 북한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접근을

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남북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

통해 북 내부 문헌, 면담, 공간 등 방대한 1차 자료 수집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축

정학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강에 둘러싸여 이들의 대북정책

적된 자료와 방법론에 기초하여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북한 내부 변화와 내재적

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문제는 남북문제이면서도 주변국의 협력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는 향후 정세를 전망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90년대 초기에는 북러관계에 치중하였습니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다. 『러·북관계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1995)입니다. 탈냉전기에는 북미관계 뿐

특히, 과거 정치 및 최고 엘리트의 권력관계에 집중되었던 북한연구는 주민의 일상

만 아니라 북중관계 연구에 치중하였습니다. 따라서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삶, 무역, 기업, 도시의 공간, 인구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어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1995)에서 다수의 방중, 방북의 연구가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

폭과 깊이가 더해져 국책기관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석』(2004), 『장성택 방중의 의미』(2006) 등입니다. 이는 북한 지도자의 방중, 중국 지도
자의 방북 등을 계기로 이루어져 시의성을 반영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부

향후 추진 과제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 전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 하나의 영역에 대해 심층적 접근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연구 토대가 필

구는 핵심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정치안보분야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연

대 말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증언들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삶

구원 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 간 종합적인 협동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

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불평등 구조, 인식, 여성, 가족, 노

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북한 내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를 이

동 교육에서 주민생활, 가치관, 일상, 도시이야기, 정보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해하는 통찰력을 강화하고 북한 수요에 맞는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

서의 접근과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90년대에는 통일문화, 민족주의, 가치의식 변

해야 합니다.

북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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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5개 영역 중 사회문화 영역에 대한 연구 성과입니다. 사실 과거 북한연

화, 계급갈등, 불평등 사회통제체제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집중
되었다면 후반부에는 여성, 가족, 노동, 청소년, 주민생활, 가치관 변화, 일상 삶, 삶의 질,
세대 경험, 주민 삶의 공간(도시), 주민 일탈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정보화 실태 및 국가제
일주의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보편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량난
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2004),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
화』(2006),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20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
한 주민의 삶의 공간』(2017)이 대표적인 연구성과입니다.

[연구총서 16-24]
북한 전국 시장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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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2017-11]

[연구총서 19-25]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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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및 평화연구

주요 성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주변국 간의 신뢰와 협

1990년대에는 탈냉전 시기의 도래에 따른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변화와 통일에

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구체적

동시에 국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간의 관계 변화, 주변 4국의 한반도정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2부

책, 북미, 한중 등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 북미 간 경수로 협상이 타결된 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수행한 국제관계 및 평화연구는 모두 607건으로 전체 연구의 약 21%를 차지할 정도로

(1995)을 연구한 데 이어,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199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며, 연구 분야는 정치(42%), 군사안보(20%), 통일외교(16%), 경제

주변 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1997)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

(8%), 평화체제(7%), 사회문화(6%), 일반(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아 안보환경 변화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
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구조

국제관계 및 평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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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국제관계 및 평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연구원이

를 우리 주도로 해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
담을 전후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한반
도 평화전략』,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 안보·외교환경 조성방안』(이상
2000),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2001),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2002) 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21세기 한반도 주변 질서에 대한 연구관심도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미

1% 일반(8건)

6% 사회문화(39건)
7% 평화체제(40건)

사일 방어(MD)체제가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순기능 또는 역기능으로 작용할지에 대
8% 경제
16% 통일외교

48
연구원 발간물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북핵문제가 제기되고 2003년부터 6자회담이 구성되는 등 한반도 문

100

20% 군사안보

119

총 2,871건 중

한 분석, 미일동맹과 중러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환경에

제가 국제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해법이 중요한 연구
의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을 연계한 연구도 기획되었

국제관계 및 평화연구 607건

습니다. 즉,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변국의 협력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공동체를

(전체의 21%)
국제관계 및
평화연구

253

42% 정치

607건 중

지향하는 연구를 다년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협력이 가능한 철도,
에너지, 환경, 보건 등의 협력체를 구성한 후 이를 남북협력과 연계한 연구인 『동북아 경
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2006)과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
계 추진방안』(2007)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문화공동체 관련 학계와의 협동연구

607

도 다년간 진행함으로써, 연구원이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은 물론 연구 허브로서의 기능
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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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원 발간물 대비 국제관계 및 평화연구 성과(건)

〈그림2〉 국제관계 및 평화연구의 주제별 연구현황 (기준일: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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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핵 실험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북핵 고도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이밖에 한반도 통일외교 관련 연구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한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대에는 주변 4

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창출하는 것은 한국외교의 중요한 과

국의 북핵 및 안보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대

제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통일의 특수성과 외교적 전문성을 어떻게 결합

통령(오바마, 트럼프)과 중국 국가주석(시진핑) 등 동북아 주요국의 지도자 교체에 따른

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원은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연구』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변화와 대응에 관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해

(2008),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2011),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2015) 등의 과

당국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2013)을 도출해내는

제를 통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더욱이 전통적, 안보적 관점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에서 접근하는 통일외교에 상대국 정부와 국민을 우호적으로 유도하는 공공외교를 접맥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패권 경쟁을 예상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를 기획, 발굴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부상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미

2부

한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2013~2014)을 협동연구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통일 관련
공공외교의 의제를 발굴, 제공해왔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정책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이란 과제를 들 수 있습니다. 후속연구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국의 역할과 협력을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중국 지도부의 리더쉽 분석과 한중협력방안』(2013~2015)

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에

및 북중관계를 적절히 활용한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2016~2018) 등

관한 연구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2018~2021)와 『남

의 3개년 과제를 연속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미중 간

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2019~2023)이라는 대형과제의 발굴로 이어졌습

의 갈등·경쟁 양상이 증폭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도 미중관계의 깊은 영향

니다. 이 과제들의 세부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국제영역

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련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에 착안한 미중관계 관련 연구로,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대북전략』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북일, 중러, 한중 등 주변국 관계에 대한 연

(2017~2019)과 『미중 전략적 갈등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와 우리의 복합대응전략』

구와 한반도 주변 국경안보와 협력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하였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20~2022)이란 과제를 연속으로 발굴, 기획하였습니다. 미중 갈등과 협력관계가 일상

구축전략』(2018),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연구』(이상

화되는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2019)등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국제 및 통일 환경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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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을 연구한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2011)

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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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2008-06]

[연구총서 2011-11]

[기타연구보고서]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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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한반도 주변 4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연구 건수

미국

향후 추진과제

182

중국

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적 연구
협력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

109

일본

입니다.
우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굴 및 심화·확산할 수 있는 중장기

53

러시아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당면 현안 및 단기 정책연구에서 국정과제 심화·확산 및 중장기

과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발굴·제공하는 경우
와 기존 국정과제를 심화·확산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발굴 및 제

38

공은 연구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이론적 계발과 기존연구의 종합검토를 통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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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주제를 발굴하는 등 선제적·주도적 미래연구를 수행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연구와 교류협력의 추진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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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통일은 한국이 단독으로 실현할 수 없고 남북한이 추진하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바, 남북한과 국제사회 특히 주변의 이해당사국 간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합니

1992
1993

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주변국과의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1994

전략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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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연도별
한반도 주변 4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연구 건수
(기준일: ~2021.4.)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주제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

1996
1997

화 등 평화프로세스 및 국제적 평화공감대 확산과 같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적합할 것으

1998

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1999

평화·통일문제에 관한 국제적 연구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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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권 및 인도협력연구

주요 성과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였습니다. 남북관계는 호전과 냉각을 오갔지만, 북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

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남북관계

록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했습니다.

가 교착국면에 빠졌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높아졌습니다. 연구원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통
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

2부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한의 통합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1994년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전문
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
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연구원의 인도·협력 관련 연구는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북한인권 문제, 국제협력,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다
양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

15

20

1992
1993
1994
1995

야 할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관련 연구체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탈북자가 대량으로 양산되면서 탈북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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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습니다.

0
〈그림3〉
인권 및 인도협력 연구
연도별·주제별 변화
(기준일: ~2021.4.)

교류협력

1996

국제협력

1998

이산가족

2000

일반

2002

국군포로

1997

북한이탈주민

1999

인권정책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1% 국군포로(2건)
2% 이산가족(6건)
8% 북한이탈주민

327

26 35 36
연구원 발간물

11% 인권정책
11% 국제협력
29% 일반

2008
2009
2010
2011

39% 교류협력

95

2012
2013

총 2,871건 중

127

인권 및 인도협력연구 327건

2014
2015

(전체의 11%)

2016
인권 및
인도협력연구

327건 중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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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원 발간물 대비 인권 및 인도협력연구 성과(건)

〈그림2〉 인도·협력 분야 연구의 주제별 연구현황 (기준일: ~202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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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북한인권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1994년 ‘북한인권정보센

『북한인권백서』외의 대표적인 북한인권 연구에는 『북한의 건강권』(2018), 『북한 내

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했고, 각종 북한인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데이터베이

이동의 자유』(2017),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평

스화했습니다. 이후 1996년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북한인권

가와 향후 과제』(이상 2016), 『북한 정치범수용소』(2013),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백서』를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북한인권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북한인

(2012),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2010),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권백서』는 1996년부터 북한인권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매년 국문과 영문, 두 가

대응』(2007),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2005)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많은 연구가 이

지 버전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북한인권 연구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사태 속에

루어진 시기는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서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북한인권 실태 자료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의 제도화

축적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탈북자 증언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

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남북교

주민의 인권, 탈북자 문제, 대북지원, 이산가족 등 남북한 간의 인도주의적 이슈를 주된

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

연구대상으로 삼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이상 1996),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1999), 『남

북한인권 실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시민적·정

2부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합니다. 『북한

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남북경협 모델 설정』(이상
2000) 등이 있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남북교류협력 참

한 지침서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백서』는 아시아워치(Asia

여 및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연

Watch, 현재 Human Rights Watch/Asia),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Minnesota

구로는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연구』(이상 2004),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2005), 『남북한 공

International) 등 국제 NGO들이 발간하는 북한인권보고서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그 권

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

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논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하

점과 정책 과제』(이상 2006)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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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백서』 영문판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조성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

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백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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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시리즈 CO2019-21]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온라인시리즈 CO2020-03]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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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이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주제도 보다 구체화

2부

향후 추진과제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통일 분야의 다양한 연구 중에서도 인권 및 인도협력 분야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등 체계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의 연구는 지속성과 확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시작되었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고민을 담아내기 시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

하였습니다. 또 DMZ의 활용방안과 개성공단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협력방안도 구체적으

진하고자 합니다. 화해와 냉담을 반복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남북한 간의 협력과 화해를

로 연구되었습니다. 대표 연구로는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때,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합니다. 남북

방안』(2009~2010),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2009), 『라진·선

한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2010),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위한 남북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발전방향』,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존·공영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천과제: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원이 지난 30여 년간 중요한 과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이상 2019), 『감염병 확산

제로 지속해온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권, 이산가족문제 등의 연구도 지속할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2020) 등이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지난 30년의 인권 및 인도협력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100년

이 외에도 연구원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인도적 문제에 관한

의 풍요와 번영,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의미와 향

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2012),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2008), 『인도주의 개
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2004)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

인권 및 인도협력연구

KINU 3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 여정

후 과제』(2017),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2014), 『보호책

는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탈북주민의 국내정착 방안 연구』(1996), 『북한이탈주민 분
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2004),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2006), 『귀순의
사를 밝힌 북한주민 송환문제와 국제법』(2011), 『탈북 청소년 북송과 관련국의 국제법
상 의무』(2013),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2017) 등 탈북
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또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
방안』(1999),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남북화해협력과 이산가족 문제』(이상
2007),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2019) 등 납북자 문제 및 이산가
족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라는 제목의 기초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에는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였습니
다. 이어서 1999년에는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과 『탈북자문제 해결방안』이 연
구되었고, 2000년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를 연구함으
로써 인도적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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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1991년 설립 이래 장충동과 수유리, 서초동 시대로
이어져 온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통일연구원은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학술회의가 한반도의 평화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개원28주년 기념 학술회의 ‘초대의 글’ 중 발췌

3부

02 통일연구 성과의 외연 확장
03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통일연구원 30년사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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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 성과 확산의 토대 마련

통일연구원은 정부,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및 북한연구와 관련한 국

국내학술회의

내외 네트워크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개원 이후 통일연구원은 10년간
(1991~2001) 총 40회의 국내 학술회의와 총 13회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연
구자들과의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초청세미나 및 자문회의를 통한 인

제18회 국내학술회의
‘김정일 정권의 향방’ (1995.11.8.)

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국내외 정부부처, 대학, 연구기관, 언론사, 북한이탈주민 등 총

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북 점진적 개혁 불가피: 경험없어 시장 도입
당분간 제한”
[관련기사]

『한겨레』, 1995.11.9. 7면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
L285444.html〉

372회, 450여 명과 직접적인 교류 및 연구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주변국의 이해와 관련되는 국

...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 주최로 8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4국의 입장과 상호관계 등에 대한 분석, 통일의 외적 환경의

‘김정일 정권의 향방’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 연구원 오

실태와 변화, 독일통일 사례 분석 등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의 연구기

승렬 책임연구원은 “김정일 정권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점

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요

진적이나마 개혁지향적인 노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
다. (중략)

국 연구기관과의 워크숍을 정례화하였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8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

3부

부-연구기관-학계-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국내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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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영문 학술지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와 『연
례정세보고서』를 발간하여 학술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첫 국제학술회의 언론보도

090
『중앙일보』, 1991.10.28. 6면

통일문제학술대회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996.10.30.)

제23회 국내학술회의 ‘남북한 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전망’ (1996.12.20.)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1997.6.5.)

민족통일연구원-북한사회연구회 공동학술회의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1997.10.20.)

091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출범

국제학술회의

‘통일문제연구협의회(現 통일정책연구협의회)’는 통일·북한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 연구방향 및 과제 등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체계적인 대북통일정책을 개
발하고자 1998년 12월 18일 창설되었습니다. 분야별 실태의 심층적 연구 및 정보자료·연
구실적의 교류체제 확립을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북한·통
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연구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웹사이트 바로가기

의 통일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정부의 통일정책 개발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자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에서 ‘통일정책연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주요 연구기관, 대학 등 총

개원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1996.5.17.)

40개 기관과 권역별 지역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 개최, 북한·통일 관련 정책보고서 개

4자회담 제의 1주년 국제학술회의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1997.4.15.)

발, 정보자료·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통
일정책연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tongmo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부

IPSA-KINU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1997.8.19.)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1998.4.3.)

초기 홈페이지 화면

2 통일정책연구협의회
홈페이지

3 통일문제연구협의회
2003년 하반기호 소식지
(2003.12.)
4 통일정책연구협의회
동향과 논단(2010년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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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초청세미나 및 해외기관과의 워크숍

통일연구원-CSIS 워크숍 (1994.9.13.)

강인덕 통일부 장관 방원 (1998.4.16.)

독일연방 헌법재판소 소장 초청 특별 세미나 (1998.9.4.)

일본 21세기 정책연구소 다나까 나오끼 박사 방원세미나 (1997.6.18.)

3

4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정기총회 (2004)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참여기관

093

통일정책연구협의회는 국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부 장관 및 고위관료와의 정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책간담회를 통해 참여기관과 통일·북한 관련 정책책임자와의 소통의 창구역할을 담당하
였으며, 대학, 해외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활성화하
여 남북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 워크숍, 학술회의 등을 100
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방의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권역을 8개 권역(인천·경
기/강원/충청/대구·경북/전북/광주·전남/부산·경남/제주)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통
일·북한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약 50여 차례의 권역별
지방자치단체(화천군) (2006.6.16.)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철원군) (2007.6.27.)

지방자치단체(전북지역) (2008.5.2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회의

통일부 장관 및 고위관료와의 정책간담회
3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05.3.24.)

독일 외무성 (2006.6.12.)

한스자이델재단, 강원도 (2007.6.14.~6.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화천군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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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 (2004.3.24.)

한국동북아학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4.11.5.) 경기연구원 (2005.7.26.~7.27.)

이종석 통일부 장관 (2006.3.30.)

강원발전연구원 (2006.11.17.~11.18.)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이재정 통일부 장관 (2007.3.28.)

김하중 통일부 장관 (2008.3.27.)

현인택 통일부 장관 (2010.3.23.)

개성공단 자전거 지원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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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외교안보 수석(2011.3.3.)

류우익 통일부 장관 (2012.2.7.)

류길재 통일부 장관 (2013.11.6.)

금강산 북측마을 연탄난로 전달식 (2005.9.23.)

095

국영문 학술지
발간
부록 | 04

통일 및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학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개원 초기부터 발간하였습니다. 『통
일정책연구』는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

연례정세보고서
발간
부록 | 04

『연례정세보고서』는 당해 연도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환경을 정리·분석하고, 차년도 정
세전망을 통일환경(동북아, 대외관계 등), 북한정세(정치, 경제, 사회, 군사, 대외관계 등),
남북한 관계(남북대화, 군사안보, 교류협력 등)로 구분하여 통일 및 북한 관련 상황을 조

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망했습니다. 『연례정세보고서』는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1992~2017)에서 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8권, 542

재 『한반도 정세 전망』(2018~)으로 변경되어 매년 초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건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는 국내

또한 2017년도부터는 『연례정세보고서』 발간 전에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

는 물론 해외의 통일 및 북한 관련 학자들의 학술적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총

를 개최하고,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고 있습니다.

50권, 324건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통해 국내외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학술 논의
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부
『연례정세보고서』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
‘2019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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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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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통일연구 성과의 외연 확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일연구원은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안분석
보고서인 『온라인시리즈』 발간을 정례화하고, 해당 보고서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여

개원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007.4.6.)

연구 성과를 좀 더 신속하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

“북핵 폐기 한국 부담 10년간
모두 20조”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관련기사]

『조선일보』, 2007.4.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
dir/2007/04/07/2007040700054.html〉

한 학술회의, 포럼 등을 개최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 및 의제 형성에 기여하
고,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연구 성과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연구원 개원 기념 학술
회의에서 ‘최대 연간 2조원씩 10년, 총 20조원’으로 계산한 자료를
발표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북한이 과거 핵폐기 대가로 원한 경

다양한 한반도 이슈
논의의 장 마련

수로 건설 기간에 맞춘 것이다. (중략)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및 2006년 1차 핵
실험 등으로 인한 북핵위기의 고조, 2003년 6자회담 개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 한반도 정세는 격변을 거듭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학술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성

3부

과의 사례로 2000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학술회의총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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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1주년, 2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성과와 과제, 전망을 총망라했습니다. 남북정
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현실화되면서 북한경제, 남북경협, 국제협력 등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하여 한반도가 맞이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적
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2007년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져 북핵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 폐기 등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이어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대화 협의체로서 6자회담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2007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와 공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2001.6.13.)

통일연구원·한국광업진흥공사·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2005.12.2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학술회의 (2007.6.7.)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학술회의 (2007.10.9.)

동으로 평양에서 남북경협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남북한 경제인, 전문가
들이 모여 남북경협의 실질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고,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 따라 회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의 도발 – 남북관계 경색 – 대화 재개 등의 변화가
거듭되면서 통일연구원은 다양한 대국민 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고
견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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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일찍부터 핵개발에 관심을 가졌고, 개혁·개방 노선을 거부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섰습니다. 2002년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내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국
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이자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의 핵심이었던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및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학술회의,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
견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북핵문제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는 국민들의 한반도 현안에

3부

‘한반도 평화: 안보경영을 넘어 평화경영으로’ 학술회의 (2006.6.21.)

통일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 (2008.11.11.)

통일정책연구협의회-베트남 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베트남 체제전환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2007.11.14.)

개원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2008년 남북관계의 진단과 과제’ (2008.4.18.)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1세기 동아시아의 비전과 한반도’ (2008.9.9.)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 학술회의 (2008.12.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대북정책 방향’ 학술회의 (2009.12.10.)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00

통일연구 성과의 외연 확장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2006.4.7.)

KINU 라운드테이블 ‘북핵문제 협상 과정과 전망’ (2008.5.20.)

주북한스웨덴 대사 초청 세미나 ‘북한정세 및 북핵문제, 한반도정세’ (2008.4.8.)

‘북핵문제 해결방향과 북한 체제와 변화 전망’ 학술회의 (2009.2.19.)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 추진방향’ 학술회의 (2009.11.2.)

101

북핵문제 이해를 위해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핵일지』를 발간했습니다.
첫 번째 『북핵일지』는 1955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주요 북핵 진전 내용을 일
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북한이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2009년 2차 핵실험, 유엔 안보리 결의 1875호가 채택된 시점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외연구협력
네트워크 확장

2000년대 들어 통일연구원은 국제사회 내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해외 유관기
관과의 협력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공동 연구 및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였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관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여러 기관들과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하

이후 북핵문제가 계속해서 진전되자, 첫 번째 일지를 수정·보완하여 2014년 두 번째

고, 2000년 중국 CICIR(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과

『북핵일지』를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 북핵일지에는 북핵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동향 및

의 첫 MOU를 시작으로 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MOU 체결을 추진하여 미국, 중국,

한반도 정세 변화 뿐 아니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및 발사체(운반수단) 발사

일본, 러시아, 독일, 호주, 몽골, 인도, 이집트, 세르비아, 터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기관

현황도 담겼습니다. 북한이 정밀한 핵기술 개발을 위해 핵탄두 뿐 아니라 미사일 실험을

및 대학과 새롭게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확장되기 시작하면

이어가면서 북핵 능력을 고도화한 만큼, 핵 운반수단 발사일지 역시 북핵문제를 이해하

서 국제 협력 업무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고, 한국의 통일·북한 문제 관련 유일한 국책연

는 데 유의미했습니다.

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지도를 구축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된 『북핵일지』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성과임은 물론, 북핵문제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산으로 축적되었습니다.

3부
통일연구 성과의 외연 확장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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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북핵일지 1955~2009』
우: 『북핵일지 1955~2014』

한중국제학술회의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중 협력방안’(2008.1.25.)

한중일러 국제워크숍 ‘북한의 대외경제관계’(2008.6.24.)

한중일 셔틀 워크숍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한 관계’(2007.4.5.)
일본 ERINA,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학자 참여

한중 포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중 전략적 협력 방향
(2009.4.27.~4.30.)

1일차: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공동회의
2일차: 중국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중심 공동회의
3일차: 중국개혁개방논단(CRF) 공동회의
4일차: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공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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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의 온라인
확산

통일연구원은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안분석 보고서인 『온라인시리즈』 발간을 정례화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에 대한 접근

연구 성과 정책화
기여도의 제고

통일연구원은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등 주요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연구 성과의 정책화
기여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함으로써 온라인 연구성

정책건의서, 정세분석보고서, 『연례정세보고서』 등을 정부 유관부처에 배포하고,

과 확산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연구보고서 발간 시 웹진으로 발송하기 시

부처 간부진 및 실무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작하면서 온라인 연구 성과 확산은 더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등의 회의를 정례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책연구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연 평균

2021년 7월까지 920여 건 이상 국영문으로 발간된 온라인시리즈는 통일·북한 관련

10회 가량 개최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과 유관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한

주요 이슈를 조명하고, 그에 대한 연구분석 성과를 신속하게 확산하여 일반 국민 및 국제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되어 연구 성과가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활용되는

사회의 한반도 현안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남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정상회담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시리즈 형태로 연이어 발간하

특히 통일연구원과 통일부는 2008년 4월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통-통(통일부-

기도 함으로써 연구 성과 확산의 신속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

통일연구원) 정책포럼’을 신설하여 긴밀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했습니다. 통-통 정책

보고서의 전문성도 담아냈습니다. 『온라인시리즈』는 보고서의 전문성, 시의성 등을 바탕

포럼은 격월로 개최되어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정세 분석, 중장기 정책 공동연구 등 정

으로 학계 및 정부부처에서 현안 중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도 널리 활용

책 현안 및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연구원의 전

되고 있습니다.

문가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통일부에서 마
련하는 통일·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통일연구원 간 정례적인 상호 인사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3부
제1회 통-통 정책포럼 (2008.4.4.)
통일연구 성과의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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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웹진

온라인시리즈 첫 번째 간행물
[Online Series CO05-01]
농업분야 남북합의가 갖는 의미와 과제

영문 온라인시리즈 첫 번째 간행물
[Online Series PA05-01]

[Online Series CO21-12]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Online Series CO21-12(E)]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Reform of the Distribution and Commerce
Sector in Vietnam: Process and Problems

통-통 정책포럼 단체 사진 (2008.6.4.)

통-통 정책포럼 회의 사진 (200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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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와 통일연구원은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뛰어난 학문적·정책적 역량을 발
휘하여 학계와 다양한 통일연구기관들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통일·북한 연구기관으로

2018 KINU 학술회의

통일硏 “北비핵화 50% 달성땐
평화협정 체결 바람직”
[관련기사]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2018.12.12.)

자리잡았습니다.

『동아일보』, 2018.12.13.
〈https://www.donga.com/news/article/
all/20181213/93267041/1〉

통일·북한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국내외 학술행사를 단독
혹은 공동기획으로 개최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자료집 및 『학술회의총서』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더
회의영상 보러가기

시리즈로 발간하여 연구 성과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연구 성과 확

플라자호텔에서 연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
정 시안을 발표했다. (중략)

산에 주력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페이스북 서비스를 개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기
관 홈페이지 모바일 웹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연
『학술회의총서』

구보고서, 회의 개최 안내, 회의 영상 및 홍보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9 KINU 학술회의

3부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5.24.)

『조선일보』, 2019.5.2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
dir/2019/05/24/2019052401995.html〉

고자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기관 비전을 ‘통일대계연구와 통일기반 조성의 국내외적 허브’로 설정하고

...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한반도체

전 연구진들이 ‘통일실현’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

제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한

진하였습니다.

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달려있
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며 “당사자인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

더불어 정부 정책의 대국민 공론화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와 공동 및 후원으로 공개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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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통일정책
로드맵 구성

통일연구원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 마련 및 방향 설계에 기여하

김연철 통일장관 “정부, 남북선언
이행 의지 확고...북·미대화 재개 노력”
[관련기사]

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각종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일연구원-박병석 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 전망’ (2019.9.26.)

[관련기사]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 전망

『뉴시스』, 2019.9.26.
〈https://newsis.com/view/?id=NISI20190926_0015634908〉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통일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 전망’
회의영상 보러가기

106

통일연구원-외교부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의 비전’(2016.12.2.)

통일연구원-통일부 공동주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 행사
(2019.9.9.)

토론회에서 박병석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107

2000년대에 구축한 한반도 주변국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
의 통일정책 현안에 대해 국제적인 전문가, 정부 고위직 관료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 포
럼 등을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
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2017년은 통일연구원의 정부정책 개발 및 홍보를 위해 ‘통일비전 개발’에 역
점을 두고 세부실천과제로 ‘(신)통일대계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국
민적 통일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통일비전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부
처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책 공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매년 4월 통일연구원
개원일(4월 9일)을 기념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원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기회와 도전’
(2012.4.6.)

개원 22주년 기념 학술회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2013.4.8.)

개원 23주년 기념 학술회의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2014.4.8.)

개원 24주년 기념 학술회의 ‘분단 70년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의 모색’
(2015.4.8.)

개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2016.4.8.)

개원 26주년 기념 학술회의 ‘급변하는 동북아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모색’
(2017.4.6.)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
(2018.4.5.)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2019.4.17.)

정부의 통일외교에 부응하고자 대북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중·일·러 등 한
반도 주변국에 적극 개진함으로써 1.5트랙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서 중
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대중국 통일 외교 역량 강화를 중점
적으로 추진하여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현지교류 확대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우
리 정부의 공식입장과 조사내용을 담은 최근 북한정세 분석을 제공하고,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원인과 배경을 동맹국과 6자회담 참여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회
의(중국국제우호연락회와 세미나, 스웨덴군정보본부단(국제합동조사단 중립국 참여국)
3부

세미나, 해외 언론기자단 간담회 등)를 약 10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관련 『온라인시리즈』

개원 기념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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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영문으로 각 6건 발간하였습니다.

개원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2010.4.8.)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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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기관과의
정례 전략대화 개최

통일연구원은 201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연구기
관들과의 정례적인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통일대화’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전략대화’를 조직하여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 미국평화연구
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 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아시아정책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중
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CICIR), 일본국제문제연구소(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IIA), 러시아전략
연구소(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RISS), 러시아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MEMO) 등의 연구기관과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매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에 따른 『온라인시리즈』 발간

3부

스웨덴군정보본부단 세미나 (20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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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재진 원장-해외 언론기자단 간담회 (2010.6.25.)

KINU-NBR 한미 전략대화 (2015.6.16.)

한미 워크숍 (2016.1.27.)
에반스 리비어, 조나단 폴락(이상 브루킹스 연구소),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재단) 등 참여

회의영상
보러가기

KINU 특별 좌담회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의 과제와 전망’ (2018.5.24.)

KINU 국제학술회의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 성과와 과제’ (2019.9.18.)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소장, 진징이 북경대 교수,
김연철 원장 참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레온 시갈 미 SSRC 동북아협력안보국장,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참여

KINU-The Stimson Center 전략대화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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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UVA Joint Symposium (2019.3.20.)

111

중국

러시아

통일연구원-현대국제관계연구원 전문가 워크숍 (2014.12.10.)

KINU-길림대 동북아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15.6.11.)

KINU-IMEMO 워크숍 (2014.7.4.)

통일연구원-러한소사이어티 MOU 체결 (2015.2.27.)

중국 샤먼대학, 푸단대학 워크숍 (2015.11.27.)

KINU-CICIR 전략대화 (2018.10.23.)

KINU-RISS 전략대화 (2016.8.17.)

KINU-RISS 전략대화 (2017.7.26.)

3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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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워크숍 (2013.12.3.)

KINU-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공동주최 한일 정책포럼 (2015.7.3.)

한국-아일랜드 통일대화 (2012.10.16.)

한국-몽골 통일대화 (2012.11.2.)

KINU-JIIA 한일 워크숍 (2016.5.31.)

KINU-JIIA 한일 전략대화 (2018.1.25.)

한국-터키 공동포럼 및 MOU 체결 (2017.11.27.)

KINU-대만INPR 전략대화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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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연구기관
공조

2013년도부터는 통일·외교·국방 분야 정책 지원 협력 제고 및 산발적 대화채널을 종합하
기 위해 통일·외교·안보·국방 분야의 4개 국책연구기관 협의체가 구축되었습니다. 2014
년 2월 18일, 통일연구원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국가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와
2015년 정세 전망’ (2014.12.15.)

안보전략연구원과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4개 연구기관은 ‘동

“김정은 체제,
중장기 불안정 요인 오히려 증폭”
[관련기사]

『연합뉴스』, 2014.12.15.
〈https://www.yna.co.kr/view/AKR20141215088000043?in
put=1179m〉

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정책 관련 공동 연구 및 회의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함께해

외교·안보·통일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날 국립외교원에서

관련 부처에 일관된 정책 제안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와 2015년 한반도·동북아 정세 전망’을 주

이외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8.6.), 제주평화연구원(2015.11.12.), 한국교육개

제로 연 공동 학술회의에서는 김정은 체제하 권력구도 변화와 전

발원(2018.12.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9.8.23.)과 MOU 체결 및 한국교통연구

망을 비롯해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 미·중관계 등의 주제가 논의
됐다. (중략)

원과의 공동학술행사(2018.8.21.)를 개최함으로써 타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관련기사]

4개 국책기관 학술회의

‘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2017.7.13.)

한국 주도 관여정책 적극 모색해야
『SBS』, 2017.7.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
id=N1004294329#openPrintPopup〉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관
3부

여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

[관련기사]

원이 밝혔습니다. (중략)

“외교안보국책 싱크탱크 공조 강화된다.”
『헤럴드경제』, 2014.2.17.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
php?ud=20140217000717〉

국립외교원과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들간 협력이 강화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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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책연구기관 MOU 체결식 (2014.2.18.)

망이다. (중략)

[관련기사] 전문가 “2차 북미정상회담서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2018 남북·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018.10.11.) 남북미 종전선언 바람직”
『연합뉴스』, 2018.10.11.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1085700014?in
put=1179m〉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석좌연구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리는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발
표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 자리에 문재인 대
통령이 참가해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이 채택될 수 있다. 이것
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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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2011년에 발족한 ‘샤이오(인권)포럼’은 「세계인권선언(1948.12.10.)」이 채택된 프랑스 파

2012년도에는 북한인권에 관심이 높은 유럽 내 국제인권 전문가, 북한 전문가, 연구

리의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의 이름을 딴 회의체로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 내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위하여 국내외 유관단체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확산하

참여자들과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북한인권포럼’을 발족하였

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샤이오 궁’이 세계인권 보호의 초석이 되었듯이 통일연구원은

습니다. 제1회 포럼은 영국 런던, 제2회 포럼은 스위스 제네바, 제3회 포럼은 벨기에 브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2011년 제1회 ‘샤이오 인권포럼’을 시작으

셀, 제4회 포럼은 스페인 마드리드, 제5회 포럼은 스웨덴 룬드, 제6회 포럼은 오스트리아

로 2020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11년차를 맞이하는 ‘샤이오 포

잘츠부르크, 제7회 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두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럼’은 지난 10년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 북한인권특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외에도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유관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하여 국내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결집하고, 개선 방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협의하였으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및 동영상을 국영

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및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으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실상을 국내외적으
로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학·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동영상

을 아우르는 북한인권 정책·연구 연계 네트워크 과제 수행 및 국회 정책토론회 등 다수
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주요 논·쟁점과 향후 추진방

제2회 샤이오 인권포럼 (2011.6.14.)

[관련기사]

“북한인권 구소련 스탈린 시대 만큼 심각”

향에 대한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을 검토하는 회의 개최 및 상시적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코나스』, 2012.6.14.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8800〉

샤이오 인권 포럼과 관련 샤이오는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회 포럼을 시
작으로 올해 2회를 맞고 있다.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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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샤이오 인권포럼 (2013.8.27.)

다루스만 “유엔 조사위는 北인권
강경접근 출발점”
[관련기사]

『연합뉴스』, 2013.8.27.
〈https://www.yna.co.kr/view/AKR20130827084900014?inp
ut=1179m〉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샤이
오 인권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
회가 북한 인권 관련 유엔 결의들에 대해 만장일치의 지지를 유지

제1회 유럽북한인권포럼 ‘북한의 인권, 민주화 및 개발’ (2012.11.28.)

제4회 유럽북한인권포럼 ‘북한인권과 국제사회의 역할’ (2015.10.19.)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원세미나
(2016.11.17./2017.7.17./2019.6.19.)

2018 KINU 국제세미나 ‘북한 장애인 권익 증진 방안’ (2018.3.26.)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2016.10.13.)

“北시장 400여개⋯시장 활성화 통해
핵무기 고도화 추구” 인권포럼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2016.10.13.
〈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
php?ud=20161013000213〉
회의영상 보러가기

....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홍민 통일연구
원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통치 행태의 특징과 인권 상황’ 주제
의 발표에 나서 “북한의 시장이 경제를 안정화하는 힘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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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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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통일연구원의 각종 연구보고서 및 학술회의 성과는 다양한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국민

언론사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요 현안 및 연례정세 전망을 주제로 통일

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언론매체와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부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 및 회의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북한의 내부 동향 변화 및 정

전달하고,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사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구위원 인터뷰 및 칼럼 기고 등 다양한 언론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북한 관

학술행사 이외에도 언론사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서울신문(2016.8.19.), 코리아

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헤럴드(2019.8.16.) 등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고정 칼럼 게재 및 언론 인터뷰 활성화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통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인터뷰

전현준 전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KBS 뉴스』, 1994.7.10.

전현준 전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MBC 뉴스』, 1994.7.10.

허문영 전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SBS 뉴스』, 2006.2.20.

홍민 연구위원 인터뷰
『KBS 뉴스』, 2021.1.16.

3부

통일연구원-조선일보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 (2012.1.18.)

“김정은 정권 3~5년 못갈 것”⋯
러시아 전문가만 비관적 전망
[관련기사]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KINU 정책토론회 ‘북한의 식량 현황 및 대북 지원 정책의 방향’ (2019.5.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중앙일보-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2018.12.21.)

2017 통일의식조사 관련 보도, 『문화일보』, 2018.4.17.

2017년 12월 26일 (화)
27면 오피니언

『조선일보』, 2012.1.19.
〈https://www.chosun.com/site/data/

html_dir/2012/01/19/2012011900180.
html?form=MY01SV&OCID=MY01SV〉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
들의 기득권을 가장 안정되게 보장해주는 후계자 김정은에게 충
2014 『연례정세보고서』 인용, 『조선일보』, 2013.12.30. 4면

성하는 데 불편이 없고, 김정은이 공안·감찰기관을 장악해 반역
공모가 어렵다”고 했다. …(중략)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KINU International Conference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
Political Situation in Post-Kim Jong-Il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2년 1월 18일(수), 13:00~17:20 | 13:00~17:20, January 18 (Wednesday), 2012
플라자호텔 메이플홀(4층) | Seoul Plaza Hotel, Maple Hall (4F)

주최

모시는
글

Invitation

지난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으
로의 후계체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3대세습체제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집단적지도체제 또는
집단적섭정체제가 등장할지, 권력투쟁이 벌어져 반목과
갈등이 표출될지 많은 불확실한 시나리오들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의 주범인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정권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당사자로서 언제든지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긴장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6자
회담 참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원활한 정책
협력을 긴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연구원과 조선일보는“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이라는 대주제하에 향후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
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1월

Since Kim Jong-Il’s death on December 17, 2011, the process
of installing his son, Kim Jong Un, as the new leader has been
accelerated. Meanwhile,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of various
scenarios: Will the third succession in North Korea be established
successfully? Or might we see the emergence of a new power system,
or an internal power struggle causing hostility and conflict within
the regime?
With the death of Kim Jong-Il, the man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 Island and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gun to show
a more flexible attitude towards engaging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They have sought to clearly convey the message that if the
North responds with sincerity, South Korea would be willing to act
as a reliable partner and fully cooperate in opening a new era for the
Peninsula.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stabilize the current tens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is
pursuing close policy coordination with the other Six-Party member
states -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Accordingly, KINU and the Chosun Ilbo newspaper are planning to
jointly host a conference under the broad theme, “Political Situation
in Post-Kim Jung-Il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is conference we will examine the issues of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We would high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통일연구원장 김 태 우
January 2012
KIM Tae-Woo President of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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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3:00~13:20 등 록
13:20~13:30

※ 회의는 동시통역(한국어-영어)으로 진행됩니다.

개회식

개회사
축 사

13:00~13:20
13:20~13:30

김태우
류우익

1회의

통일부 장관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2회의 김정일 사후 동북아 주요국의 대북정책과 국제협력

사 회
발표 1
발표 2
발표 3

안병준 KDI정책대학원 석좌교수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협력
Jae H. Ku 美 존스홉킨스대학교 한미연구원 부원장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중협력
Cheng Xiaohe 中 인민대학교 교수
일본의 대북정책과 한일협력
Takesada Hideshi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전 日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

Political Situation in Post-Kim Jong-Il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Presentation 1 Prospects for the Power Structure and Future Policy Direction
of North Korea
Park, Hyeong-Jung Senior Research Fellow, KINU
Presentation 2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Kim, Yeon-Su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iscussion Cheong, Seong-Chang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Yoo, Ho-Yeol Professor, Korea University
Song, Jong Hwan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Choi, Jinwook Director,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KINU
15:00~15:20

15:00~15:20 휴 식

Session I

Moderator Kim, Choong-Bae President, Peace Unification National Forum (Former President of

사 회 김충배 평화통일국민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장)
발표 1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방향 전망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
토 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송종환 명지대학교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15:20~17:20

※ Simultaneous Korean-English interpretation
service will be provided during the conference.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Kim, Tae-Woo President, KINU
Congratulatory Address Yu, Woo-ik Minister of Unification

통일연구원장

13:30~15:00

13:30~15:00

Registration

15:20~17:20

Coffee Break
Session II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in
Post-Kim Jong-I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rator Ahn, Byung-Joon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Presentation 1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R.O.K.-U.S. Cooperation
Jae H. Ku Director of the U.S. 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Presentation 2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Sino-R.O.K. Cooperation
Cheng Xiaohe Professor, Renmin University of China
Presentation 3 Japa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R.O.K.-Japan
Cooperation
Takesada Hideshi Professor,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Yonsei University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18.8 X 16.2 cm

이우태 연구위원 언론사 칼럼, “평창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서울신문』, 2017.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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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 내 가장 대립과 갈등이 고조된 해였던 2010년도에 통일연구원은 통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중앙일보-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2018.12.21.)

비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제고를 위해 학술회의 및 워크숍 형식 외에 쉽고 편안하며 접
근성이 보장되는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통일 UCC·포스터·통일메시지 공모전’(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대상, 총 1,673건
접수), ‘젊은세대를 위한 통일광장’(고등학생·대학생 대상, 2010~2012 11회), 대학생 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중앙일보 공동 학술회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상 방원행사 및 특강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통일 비전 확
회의영상 보러가기

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 및 추진하였습니다.

쟁점과 전망

2018.12. 21.(금) 09:00~18:00
롯데호텔 가넷 스위트(소공동 소재, 37층)

12

주최

외교안보

주관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초대의 글

협상 테이블 돌아오라  강경파 펜스도 북 인권연설 참았다
2018년 한반도에서 대화의 꽃이 피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고, 안개는 여전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한반도 평화번영연구단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2019년을 전망하고,

<미국 부통령>

미국, 인도적 지원 허용 시사 이어
인권 압박도 자제하는 분위기
“제재 해제만 빼고 모든 방법 활용”

3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공개 압박을 자 재를 완화하는 것처럼 (앵커가) 얘기하지
미중관계 또한 타협과 갈등의 기로에 서 있고,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제한다는
얘기다.
방송은
“인권 단 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도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우리가ABC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체들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 취소가 트럼 21일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지원 금지 해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프일본,
행정부가
인권
유린에
대한
일 가 제재 해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제재
중국,
독일의 북한경제
전문가가
토론하는
자리를압박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변화만큼 동시에
국제사회가
바라보는될
북한경제도
부경제정책
풀어주려는
또 다른
신호가
것을 중요합니다.
우 해제 의도는 전무하다”고 선을 그었다. 본
북한개발 모델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려한다”고도 전했다. 백악관의 대북 매파 격적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이 비핵화의
2019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과 북한경제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행 조치에 나설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잠잠하다.
지혜를 나누는 만큼 공감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대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면 의 재확인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사
감사합니다.
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21일(현 실상의‘제재 완화’조치를 꺼내면서도, 공
지시간) 라디오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식적으론 ‘아직 제재 해제는 없다’고 강조
2018년 12월
인도적 대북 지원 금지 완화에 대해 “깊은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
성경륭
홍석현
함의가 있기에 중요하다”며
“(북한에)김현연 철터장은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라는 핵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재)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통일연구원 원장
실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건 확 만 제외하고 그 주변부의 가능한 조치들
실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 은 모두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
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미
프로그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다. 미 ABC방송은 22일 펜스 부통 국 내 대북 인도 지원단체들의 활동 제한 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밑불 때기란
령이 지난주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관한 연설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AP=연합뉴스] 을 완화하겠다고 한 데 대한 설명이다. 비 분석도 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등 록
09:00~09:40
건 대표는
2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최근 미국이 1월 1일 이후 정상회담을 다
개회식
09:40~10:00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시 언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
하면 할수록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 서 내려온 김여정 일행과의 공식 접촉을개회사인플루엔자
원장
김연철 통일연구원
축 사
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
초에 북한 카드를 다시 집어들 가능성이
지원하는 방안에 오케이 사인을 냈다.
하겠다는 경고가 된다. 특히나 펜스는 지 거부한 대북 원칙주의자다.
10:00~12:00
1세션 대북
| 2019
한반도 정세
다만
인도적
지원전망
허용을 놓고 폼 크다”고 분석했다.
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전수진 기자
〉 참석했 펜스 부통령의 대북 인권 연설 취소는
사 회
경희대학교
교수
권만학
을 때 청와대의 계속된 권유에도 북한에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두고 페이오 장관은 NPR 인터뷰에서 “경제 제
chun.sujin@joongang.co.kr

“북한, 베트남처럼 성장하려면
국제질서에 들어와야”
[관련기사]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미국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기 위해 잇따라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북 인도지원 허용 가능성을 알린 데 이
어 대북 인권 압박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미국 ABC방송은 22일(현지시간) 마이
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다른 스케줄과
겹쳤기에 때문이라는 게 펜스 부통령 측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북한을 화나게 할
수 있고 비핵화 대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
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북한 인
권 유린의 최종 책임자로 김정은 북한 국
『중앙일보』
,
. .지난.17일
무위원장을 지목했다.
따라서
: 북한 인권결의안을
.
.통과시킨
〈 유엔총회에
데 맞춰 트럼프 정부가 북한 인권을 거론

북한경제가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2018 12 24 12
https //news joins com/article/23233020

발제 1

미중관계 2018년 평가와 2019년 전망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베트남처럼 성장하려면 국제질서에 들어와야”
경제인문사회연·중앙일보 학술회의

이종화 “북한 잠재성장률 높아”
박명림 “2024년까지 비핵화해야”
북한의 경제 개발을 국제사회가 도울 수 있
는 방법들이 지난 21일 ‘한반도 정세와 북
한경제’ 학술회의에서 제시됐다. 단 북한
이 비핵화를 할 경우다. 이 학술회의는 국
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
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과 한
반도평화 만들기 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은 2014년부터 개발
도상국에 기후사업 관련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유엔기

발제 2

비핵화·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우 경제적
오 찬 발전 잠재력은 상당하다는 분석
2세션 | 북한의
경제개혁과
민생실태 교수는
도 나왔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사 회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은
지리적,교수
경제적 조건을 볼 때 잠재
발제 1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성장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겸 교학부총장
모델로유니세프
베트남을
언급하며
“베
발제 2북한의
북한의롤
민생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제환
트남
사례를 참조해
수출과 외국인직접투
토 론
정지용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자(FDI)·공적개발원조(ODA)를
함께 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 대표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재 서울 해외파견원
나까가와
장기마사히꼬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학술회의가 지난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명림 리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
연세대 교수,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권만학 경희대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 했다. 이를 위해선 비핵화를 통해 대북 경
휴 식
15:30~16:00
인휘 이화여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제 제재가 해제되고, 국제 경제 질서에 정
16:00~18:00
3세션 |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상국가로서
편입되는 게 선결 과제라는 점
사 회
전홍택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교수는
후변화협약(UNFCCC) 산하기관인 만큼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정발제 1도 강조했다.
북한 경제개혁이
모델과
국제 전
협력아시아개발은행
고려대학교
교수
이종화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다자 형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 교수는 덧붙였다. GCF를 물꼬로 세계은 (ADB)
발제 2
북한경제 개방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하지만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2019년도
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영농 및 조림 사업 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본격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
등 기후변화 분야에 속하는 폭넓은 경제 적인 국제금융기구로 북한 경제 개발 지원토 론전망은
한양대학교 교수않다는 데 전문가들의
장형수 밝지만은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견해가
일치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이다.
김부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북한이 실제로 이같은 방법을 따를 경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연내) 무조건 답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서류 준비
12:00~13:30
13:30~15:30

방을 했어야 한다”며 “핵 포기 의사를 재
천명하고 구체적 비핵화 시점을 표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재자’에서 ‘당사자’
로 방점이 옮겨가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
다. 그는 “올해는 문재인 이니셔티브를 통
해 대결에서 안정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며 “그러나 이제 한국이 중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2032년 올림
픽 공동개최를 위해선 2024년이 북한의 비
핵화 시한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2032년
올림픽 개최지는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공식 절차에 따르면 2025년에 결정
되기 때문이다. 그는 “2024년이 비핵화 달
성을 위한 황금의 문틈이자 기회의 시간”
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통일연구원 통일 UCC·포스터·통일메시지 공모전’
(2010.11.15.~11.28.)

‘통일연구원 통일 UCC·포스터·통일메시지 공모전’ 시상식 (2010.12.22.)

오시는 길
롯데호텔 가넷 스위트(37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호텔서울 TEL : +82-2-771-1000

광화문

종로

Gwanghwamum

Jongno
서울시청
City Hall

삼성화재

서울시청광장
Seoul Square
덕수궁
Deoksugung

을지로

하나은행본점

Euljiro

2호선 을지로입구역

Subway line2, Euljiro-1(il) Ga Station
조선호텔

김포공항

l Airport
Gimpo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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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대구은행

국민은행본점

영플라자

남대문시장
Namdaemun Market

버스 이용 시

지하철 이용 시

•롯데 백화점 앞

•1호선 시청역

- 지선(초록) : 7017, 7021

- 지하철 출구: 5번 출구 - 도보 10분

- 간선(파랑) : 100, 143, 151, 152, 202, 261, 262, 405,
501, 701, 702A, 702B, 705

•2호선 을지로 입구역
- 지하철 출구: 8번 출구 - 도보 1분

•롯데 영프라자 맞은편 (명동 입구)
- 지선(초록) : 7017, 7021, 7022

제10회 통일광장: 고려대 통일콘서트 (2012.5.14.)

제11회 통일광장: 영남대 통일콘서트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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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

포럼(201

2014년도부터 3년간 14차례 개최한 「KINU 통일포럼」은 통일·북한 관련 주요 현

2015~2017년도는 주요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

안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계, 언론계, 정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

하여 소통을 하였습니다. 통일부가 주최하는 박람회에 3년 연속 참여하여 ‘통일의 나

께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전문가 간 토론의 장에서 머무는

침반, KINU’, ‘KINU, 한반도 평화 통일의 씨앗’ 등의 슬로건으로 홍보부스를 마련하

것이 아닌, 주요 회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를 요약·정리하여 총 12권의

고 방문객들에게 연구원의 역사와 역할, 통일에 관한 주요 Q&A 등을 소개하였습니

『KINU 통일포럼 시리즈』로 발간하였습니다.

다. 약 3,000~5,000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통일연구원 홍보부스를 방문하였으며, 약

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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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5년에는 서초구 반포동 신청사 이전과 함께 개원 24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도약

900~3,000여 명이 미션 및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기관의 주요 연

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및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정확한 통일정책을 알리고 평화

구발간물들을 전문가가 직접 소개하는 시간 등을 통해 통일·북한정책 홍보 확산에 대한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와 연계하여 통일

시너지 를 창출하고 기관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

2017년도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층의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2015년 5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다른 연구기관들과 주
요 보고서 및 홍보부스를 공동전시(2017.6.12.~7.9.) 하였으며, 이듬해 1월 22일부터는 국
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http://nlcollection.nl.go.kr) 디지털서고’ 내 ‘통일 북한 자
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기획하여, 주요 연구자료 100권의 요약문을 탑재했습니다.
‘통일 북한 자료’는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에서는 국민여론,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통일 북한 자료’

통일방안과 통합방안, 통일비용, 편익 연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기반 조성
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고, ‘북한 톺아보기’는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
구』 등 북한의 정치·경제·북핵·군사·사회문화 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반도 통일과 국제관계’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외교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구성

3부

하여 국제협력, 주요국의 외교정책, 한미·한중·한일·한러 관계 등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 (2015.11.17.)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전략과 과제’ (2014.7.30.)

있습니다.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방향’
(2016.2.25.)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2016.5.16.)

통일연구원
유튜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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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소개하고

통일연구원 유튜브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과 국제협력’에서는 『북한인권백서』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실태

통일연구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통일연구원 페이스북

123

통일박람회 2015
(2015.5.29.~5.31.)
〈부스 방문자 약 3,000명〉

평화로 2017
(2017.10.13.~10.15.)

통일박람회 2016
(2016.5.27.~5.29.)
〈설문 이벤트 참여자 2,941명〉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공동전시
‘대한민국 정책연구, 한눈에 보다’
(2017.6.12.~7.9.)

3부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통일박람회 2016 홍보 부스

북한의 비핵화 및 통일 이후 우리나라와
기업들의 신인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국제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기가 치솟고
투자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일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경제적 교두보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취업난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에는 기초산업 개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한에도 단순 노동직 및 여러 분야의 전문
직종에 북한의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통일은 우리에게 노동 인력과 일자리를
동시에 선사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A

이상적인 통일국가는
남북한 국민 모두가 인권과 복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이루고
남한과의 경제적 정치적인 차이를 좁힌 후,
남북한이 합의하에 평화적인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이
종식되어 통일한국은 주변국들과 평화로운
교류가 오가는 발전의 장이 될 것입니다.
통일을 통해 한민족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치에
설 것이며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A

연구관리본부장

통일은 회피할 수 없는
운명적 도전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운명적 도전을 슬기롭게 다루고 성공적으로
성취할 때에야,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A

북한연구실장

첫째, 통일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둘째, 통일은 남북격차 해소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창의와 번영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제전략연구실장

A

통일비용이란,
통일 후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되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통일로 얻게 되는 모든 경제적(북한의 인적자원 및
시장 확충, 지하자원 개발 등) 비경제적(전쟁 불안감
극복, 민족동질성 회복 등) 이익과 안보비용 절감을
포함하여 분단비용의 해소까지 고려한다면
통일에 대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통일이 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의 모습뿐 아니라, 백두산과 금강산
그리고 비무장지대로 이어지는 관광지대를
종단철도를 이용해 관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북한을 지나
중국, 시베리아, 멀리는 유럽까지도 여행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A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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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통일정책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2018년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통일연구원 개원기념일인

2019년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습

4월 9일과 1차 정상회담이 개최된 4월 27일을 기념하여, ‘한반도의 봄, 통일연구원에 바

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선도할 평화·통일 관련 2030 청년들의 아이디어

라 봄’이라는 슬로건으로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국민들과 SNS로 소통하였습니다. 평

를 통해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아이디어를 받아 통일

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공감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실시한

부에 제안하여 ‘2030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이벤트는 총 3,225명에게 게시물 내용이 도달되었으며, 최종 16개의 댓글이 선

총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6개 정책 아이디어와 6개 연구과제 아이디어가 채택되

정되었습니다.

었으며, 12월 12일에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에 발족한 「KINU 북한도시포럼」은 북한 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제고를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연구원 리서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통일연구원이 한

위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포럼은 북한 도시 관련 텍스트,

해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의 핵심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상과 시각적 이미지, 다양한 전공분야의 시각을 교차해 북한 도시를 새롭게 재발견 및

자 하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

재해석하는 데 초점 맞춘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되고자 오프라인 공개뿐만 아니라,

또한 2018년 10월부터는 북한·통일 분야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로도 회의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의 현안분석 보고서인 『온라인시리즈』 외에 『KINU 한반도 동향』을 매월 온라인으로 발
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반도 정세 및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연구동향
을 요약한 자료인 『KINU 한반도 동향』을 매월 발간하여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현안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의 관점을 정리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부
2030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2019.12.12.)

2 KINU 한반도 동향 2018년 10월호
(창간호)

Ⅰ. 주요 정세
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2018년 10월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작성자

강영은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혜민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장
박은지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3 KINU 한반도 동향 2021년 1월호

Ⅰ. 주요 정세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일지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3. 북한 주요 연구동향

2021년 1월
서양아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 연구원
안광덕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 연구원
윤훈희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 연구원

이 달의 주요 연구동향

Ⅰ

Ⅲ. 북한 관련 동향

Ⅱ. 주요국 연구동향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왼쪽부터)
1 2018 SNS이벤트 ‘한반도의 봄’

주요 정세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작성자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김소연 평화연구실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전략적 기조

통일연구원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원칙적인 강경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과 내구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밝힘....

10.1.(월)

남북 군사당국, 지뢰제거 작업 개시

미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Biden Needs to Embrace New Thinking on North Korea

제거 작업이 개시되었으며, 국방부는 9월 채택된 군사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Antiwar.com(Cato Institute)

바이든의 국방･외교정책팀에게 특히 실망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미국의 외교정책이 훌륭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견해라는 것

조치라고 밝힘.

중국
10.4.(목)~6.(토)

북한 노동당 8차 대회가 보내는 신호

신화사·동방망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지도기관과 각급 당 조직의 5,000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당 대회 개최

10·4선언 남북 공동행사 평양 개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4일 환영만찬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성스러운

- 이번 8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의 국가 발전전략과 대외관계 방향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음...

여정”을 남북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답사에서 다방면의

일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발언함.

신 ‘5개년계획’으로 제재극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북한

세계경제평론 IMPACT

북한은 이번 제8차당대회에서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장기경제계획을 수립

10.7.(일)

- 제재 하에서 최대한의 자원을 국가경제에 동원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확대한 시장경제를 제한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국제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 및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개최 합의

러시아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은 7일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

위기로부터 다시 반대로. 북한은 왜 경제개혁을 중단하는가

조치,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함.

Carnegie Moscow Center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최...

북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202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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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연구원
리서치 페스티벌 (2019.12.12.)

KINU

북한
도시
포럼

인사말씀

개회사 김연철 | 통일연구원장

15:00 ~ 15:10

축 사 박원순 | 서울시장

발표

진 행 김연철 | 통일연구원장, 포럼위원장

15:10 ~ 16:10

프레젠테이션 1

북한 도시 포럼
- 평양, 도시공간과 모빌리티 -

북한도시, 네트워크와 스토리를 품다

2019.08.28 (수), 14:00~18:00

홍 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프레젠테이션 2

프로그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북한도시,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웹 플랫폼
임동우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세션 1

프레젠테이션 3

행성적 도시화와 한반도 도시연구

10 : 00
12 : 00

황진태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센터 선임연구원
프레젠테이션 4

KINU 북한도시포럼 운영계획

인사말씀

홍 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14:00~14:05

휴식 및 티타임
16:10 ~ 16:30

2018.11.29(목),
15:00~18:00

북한
도시
포럼

KINU

개회사 임강택 | 통일연구원장, 포럼위원장

16:30 ~ 17:4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 강의실

민유기 | 경희대 사학과 교수
임동우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정지용 | 중국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중심 주임 교수
신동빈 |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황진태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센터 선임연구원
서왕진 | 서울연구원장
윤 황 | 충남연구원장
박광일 | 역사여행 전문가
신경섭 | 건축사진 작가
이재오 | KBS 제작기획부장
조성현 | 경계 없는 작업실 대표, landbook.net 대표
심상훈 | VERS, 영상 및 VR 제작 업체 대표
안병민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이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나용우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인철 |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추진단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팀

사 회 전병곤 | 통일연구원 부원장

14:05~15:25

평양, 도시정치와 모빌리티 시스템

프레젠테이션 1

언론기자 질의문답
17:45~18:00

서울로 평양 읽기 -한강과 대동강을 중심으로13 : 30
15 : 45
사 회 전병곤 | 통일연구원 부원장

제1차 KINU 북한도시포럼
‘북한 도시의 재발견: 스토리텔링과
시각화, 도시성을 찾아서’
(2018.11.29.)

박동민 (단국대학교 교수)
안진희 (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장)

경관과 아상블라주

사회 ㅣ 김보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연구위원)

사회주의 지방도시 원산은 어떻게 계획되었나?

박경선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15:25~15:40

토론

박동민 (단국대학교 교수)

발표

컬러풀 평양:
북한, 국가말고 도시처럼 바라보기

안병민 | 한국교통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황진태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지순 |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원산의 경관, 만리마가 그린 동시대 나스카 라인
안진희 (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장)

원산, 도시 아상블라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현경 | MBC 통일방송추진단장
토론

박광일 | 역사여행전문가

프레젠테이션 3

강채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진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병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

아상블라주 원산,
수행적 도시의 리얼리티

이효용 | KBS 통일외교부 기자

프레젠테이션 4

임동우 |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쓰딸린거리에서 승리거리까지:
중심거리로 본 평양의 시작과 변화

조정아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동민 | 서울대 공학연구원

주승현 |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일시 : 2020.11.26.(목) 10:00~18:00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마실

황방열 |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프레젠테이션 5

김정은 시대 평양의 공장기업소 분포와
집적

질의응답

정은이 | 통일연구원

17:40~18:00

*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시간 생중계

126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로동신문 기사로 본 2020년 원산-

세션 2

휴식

15:40~17:40

원산의 일상, 기억, 장소들

미래의 길, 과거의 길, 원산의 길
토론

프레젠테이션 2

발표 및
토론 세션2

사회 ㅣ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중도시 원산

김보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연구위원)

발표 및
토론 세션1

홍 민 | 통일연구원

토론

역사와 장소성
박광일 (여행이야기 대표)

발표

제2차 KINU 북한도시포럼
‘평양, 도시공간과 모빌리티’
(2019.8.28.)

제3차 KINU 북한도시포럼
‘평양, 숨겨진 차원을 찾아서’
(2019.12.5.)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

참가신청

구글 서베이

세션 3

16 : 00
18 : 00

선택과 모방

사회 ㅣ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선택된 도시, 선택된 공간

강채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원산의 미래에 원산은 없다

-북한의 글로벌 이미지 모방전략과 (초)국가적 도시 원산황진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회의영상 보러가기

원산의 잠재력과 미래

문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 과장)

토론

제4차 KINU 북한도시포럼
‘아상블라주 원산,
수행적 도시의 리얼리티’
(2020.11.26.)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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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온라인 회의 생중계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과 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책결정

산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일연구원 공식 유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으며, 기존 MOU 체결기관과의 정례회의

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행사를 녹화하여 사후 공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해외 연구네트워크를 관리하였습니다.

개했다면, 2020년 하반기부터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회의를 공개하고, 실시

또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SNS 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사

간으로 질의응답 및 의견을 받아 쌍방향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에 대한 국민적 독려를 이끌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3부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회의영상
보러가기

광복 75주년 기념 평화통일포럼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 (2020.8.21.)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학술회의 (2020.9.4.)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 (2020.7.7.)

KINU-CICIR 한중 전략대화 (2020.9.1.)

‘덕분에챌린지’ 참여 (2020.6.23.)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2020.9.18.)

회의영상
보러가기

2020 KINU 국제학술회의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모색’
(2020.12.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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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KINU 연구 성과 확산

44
7326

연도별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실적

KINU 언론보도 성과 실적

부록 | 05

보도자료 배포시작

국제학술회의: 총 82회

국내학술회의: 총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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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온라인 제공실적(2020년 12월 기준)

제공건수 홈페이지

KINU 홈페이지

4,247

https://www.kinu.or.kr

KINU 전자도서관

4,247

https://www.kinu.or.kr/lib/#

국립중앙도서관
OAK리포지터리

3,602

https://www.nl.go.kr

KINU 페이스북

651

www.facebook.com/KINU199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100

https://www.nl.go.kr/NL/
contents/N20103000000.do

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2,349

https://www.nkis.re.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3,087

https://unibook.unikorea.go.kr/

* 온라인시리즈 제공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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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구독자 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5

8

18

712

KINU 홈페이지 보고서 다운로드

국제전문학술지 게재(SSCI, SCOPUS 등)

60

15

405

온라인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실적

러시아

일본

812

500

3

정책전문지 포함 총 논문 게재

17

985

1000

6

대만

중국

1505

1500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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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86
2072
20
1838
12
1661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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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KINU

1 스웨덴
1 노르웨이
2 러시아

1 아일랜드

5 독일
1 세르비아

2 몽골
1 터키

6 중국

1 키프로스

5 미국

2 일본

1 인도

1 이집트

2 대만

3부

2000

일본 국제정책연구소

2001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SS

2002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중국사회과학원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Chinese Academy of the Social Sciences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University of Regensburg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Freie Universität Berlin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대학교

University of Belgrade

이집트 알 아흐람 정치전략연구센터

The Al Ahram Center for Political and Strategic Studies
인도 정책연구소

Centre for Policy Research

통일연구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 확산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CI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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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통일연구원 해외 MOU 체결 현황

2004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한국법연구소
Columbia University, Korean Legal Studies: CKLS

2013

터키 유라시아 연구소

2017

몽골 전략문제연구소

2006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2017

한스자이델재단
Hanns-Seidel-Stiftung

2009

일본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Institute of Korean Studies, Waseda University: WIKS

2014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2017

중국국제우호연락회
中国国际友好联絡会

2010

러시아 전략연구소

2015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2018

연방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독재연구재단

2010

러한 소사이어티
Russo-Korea Society: RKS

2015

대만 국책연구원

2019

2002

키프로스 니코시아대학교

2010

2015

대만 아태평화연구기금회
Foundation on Asia-Pacific Peace Studies: FAPS

2019

2003

몽골 전략문제연구소

2010

중국 요동대학교 조선반도연구센터
遼東學院朝鮮半島硏究所

2015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2019

2003

호주 전략정책기관

2012

2003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2012

2002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吉林大學東北亞研究院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University of Nicosia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SS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RISS

중국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延边大学东北亚研究院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Adenauer-Stiftung

2015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2016

Woodrow Wilson Internaional Center for Scholars

Center for Eurasian Studies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ISDP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
Institut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INPR

Trinity College Dub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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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01 나에게 KINU란 (

“통일연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제가 있었고
그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10년 후 마주하게 될 KINU의 터전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다빈 연구원

)이다.

02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03 KINU의 미래를 위한 응원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통일연구원 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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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 권주현 김연주 김효민

01

나에게 KINU란 (

#북한 주민들을
마음으로 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

)이다.

#봄

#통일의 소망

박한진 프로젝트 연구원

#평화

권주현 연구원

박주화 연구위원

탁민지 연구원

#운동장

#꿈

김갑식 연구위원

#9회말 투아웃
홈런

박청문 선임전문원

서보혁 연구위원

#현재 진행형

서양아 연구원

#오래된 연인사이
#어느 순간 인생 스토리

#꿈터

김민영 선임행정원

손지숙 전문연구원

이재영 부연구위원

4부

#시작

#시소

이다빈 연구원

#행복을 주는 화수분

고향숙 선임행정원

)이다.

#꿈을 향해 뛰게 해주는 원동력

임여원 연구원

#습관
136

김효민 행정원

나에게 KINU란 (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성장일기

윤훈희 연구원

이환선 선임행정원

#희로애락을 합계한
나의 역사
심선영 선임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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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비추어주는 거울

#서울

이찬희 전문연구원

안정은 연구원

#또 하나의 가족

#통일을 알려준 곳

신호섭 전문원

#지도 MAP

최규빈 부연구위원

#가족과 더불어 버팀목
#미래

김현민 연구원

최종만 선임전문원

김연주 행정원

#인생의 절반

#노아의 방주

우다영 아르바이트

서은성 전문연구원

#내 인생의 2막

김아영 전문연구원

#생활

#인생의 동반자
김상기 연구위원

#석사과정 2학기

#나무

4부

정은미 연구위원

장철운 부연구위원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직장

김성희 프로젝트 연구원

#애증 또는 생존

#생의 황금나무
138

강영은 전문연구원

김인숙 전문연구원

고유환 원장

#산소

한동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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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1

현재진행형은 아니지만 KINU와 함께 시작하고, 근간을 만든 OB 선배님들을 통해 재직

KINU와 함께해서
행복했고,
함께 도약하자.

당시 회고와 KINU의 위상, 그리고 KINU의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살아 온 삶의 방식
도, 배운 것도, 느끼는 모든 것도 모두 달랐지만, 함께 공유했던 소중한 경험은 KINU라
고 합니다. 그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말하며, 미래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김창근

김영윤

現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前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1991.3.20.~2003.2.28.

現 남북물류포럼 회장,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1.4.23.~2011.12.31.

유호열

전현준

現 고려대학교 교수, 前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991.4.23.~1999.3.1.

1991.4.23.~2013.6.30.

김철조

김병로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KINU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근
남북한이 가야 할 미래지향적 연구 모델과
이론을 제시하는 연구원으로 영원하라. 김영윤
다른 곳은 퇴직하면서 활동이 제한되지만 우리 연구원은

現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NU는 나의 청춘을 바친 곳이고 북한 전공자로서 학계나 언론계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준 은인이죠. 전현준
KINU가 이끌어 ON, 한반도에 통일이 ON,
새 시대에 평화가 ON!
4부

김철조

現 육아정책연구소 감사실 감사위원, 前 2급 관리원

現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3.2.1.~2003.2.28.

김학성

임순희

KINU는 한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학자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통일연구의 독보적인 중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김병로
구성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KINU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김학성

現 충남대학교 교수,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4.3.21.~2003.5.12.

1995.3.20.~2014.6.30.

통일연구원은 늘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이기현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살아 숨 쉰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기현

1999.1.1.~2013.3.6.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1991.4.25.~2005.12.14.

사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퇴직 후에 더욱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호열

오래오래 번창하시고 알찬 결실 맺읍시다. 우리 통일연구원! 임순희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 준 곳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해준 곳입니다.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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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행정원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前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10.5.17.~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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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말하다
03 비록 KINU를 떠났지만, KINU는 본인에게 어떤 의

미인가요?

김창근
現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前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1991.3.20.~2003.2.28.

과거를 회상하다
01

4부

KINU에는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셨나요?

원장실에서는 양영식, 곽태환, 서병철 원장님을 모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만난 양상완 선배님과 정용석 지도

셨는데요. 세 분을 통해 조직을 이끄는 책임이나 열정, 고

교수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통일원(현

뇌 등을 엿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대인관계와 업무처리에

통일부)에 근무하셨던 양 선배님은 KINU의 전신인 민족

서 섬세, 투명, 체계를 배우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1991년 초에 개원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

재직 중에 의미 있는 일화는 함께 근무하던 오미자

려주셨고요. 지도교수님께서는 채용시험 준비를 위한 조

씨를 제 친구에게 우연히 소개했는데, 결혼까지 이르게

언을 해주시고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민족통일연구원

된 일입니다. 통일연구원에 근무한다는 것이 제게는 거

이 저를 채용해준 것이 최종적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의 하루하루가 실은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박사급 연구

대학원에서 두 분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감

원으로 승진이 될까 싶기도 했고, 워낙 쟁쟁한 분들과 지

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면서 저 자신에 대한 비전이 갈수록 희미해졌거든요.
그럴 때면 통일연구원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추억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추억은 입사하고 1~2년 초창기 시절과 퇴사

“나는 통일연구원에 왔어야 할 수밖에 없다. 오미자
씨와 제 친구의 삶을 위해서….”

하기 4년 반 동안 원장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저

그러더니 피식 웃음도 나고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는 연구원 개원 이전부터 북한연구실 연구원으로 근무했

혹시 다른 직업을 찾더라도 통일연구원에서 이미 크게

는데요. 당시 북한연구실의 이달희 실장님, 서재진, 전현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준, 허문영, 정영태, 김봉진, 남궁영 박사님 등과 북한연

제 친구하고 오미자 씨에게 뜬금없이 “잘 살아야 하느니

구실답게, 점심부터 저녁 식사까지 단체로 하면서 거의

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집단주의적’야근을 했었어요. 그 시절 덕분에 개인
적으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정과 미움, 눈치 등을 알게 되
고, 궂은일도 하면서 제법 월급쟁이가 되고 사회생활을
142

푸념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게 된 것이죠.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 학교 행정 일도 자연스레 맡

저는 지금의 대학으로 올 때, “북한·통일 및 이데올로기

게 되는데요. 학과 업무 이외에 대학발전기획단 부단

분야 강의 가능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KINU 경력 덕

장, 생활관장, 기획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거쳤습니다.

분에 가능했던 것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마음 한

KINU 경험 덕분에 지역에서 북한·통일 관련한 대외활

쪽에서는 온전히 그렇게 생각지 못했었나 봐요. KINU를

동도 하는데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부산지역통일교육

떠난 지는 이제 19년째입니다만, 1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센터 운영위원, 부산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위

도 KINU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원 등을 하였고, 현재는 부산고등법원 사회적 약자 사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연구원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지원단 회장, 부산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남북교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꿈에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

류협력실무위원회 위원,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

은 지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KINU를 그만두게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TV, 라디오, 신

되는 꿈도 꾸다가 잠에서 깨기도 했었죠.

문칼럼 활동도 하고요. 작년에는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제작해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요. 지금 교수로서의 생활이 KINU에서의 경험과 분리

에 배포한 영상물에 전문가 해설로 출연하였어요. 영상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좋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주제는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타고 끝까지”인데요, 이

KINU 시절의 모습을 한 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영상으로 부산지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했

이었어요. 분명히 KINU의 시절은 제게 소중한 추억이고

다고 부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험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로 표현하면, KINU는 떠
났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KINU가 있다고 할까요. 저는
KINU 출신입니다.

04 KINU를 떠나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강의, 연구,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
정이 늘 개편되곤 하는데요. 몇 차례 교육과정 개편을 지
나면서 제가 채용될 당시 분야의 수요는 매우 작아졌어
요. 그래서 지금은 철학과 윤리의 이해, 윤리적 리더와 교

부산시,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타고 끝까지” 영상 중 캡쳐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02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에피소드) 또는 기억에 남는

지 시선』 등이 있습니다.

양, 현대사조의 이해, 북한과 통일론 등을 강의하고 있고
요. 교육대학원에서는 다문화교육전공과정을 신설해서
다문화시민교육연구, 다문화시대의 통일론, 다문화공간
론, 다문화리더십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
으로는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하나될 미래를 위한 출
발』, 『다문화주의와 만난 한반도 통일론』, 『다문화주의의
인식과 적용』이라는 단독 저서가 있고요. 공저로는 『북
한 이해의 길잡이』,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를 보는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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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그리다
05 KINU가 앞으로 이루었으면 하는(해야 하는) 모습

KINU는 그런 공백을 채우는 역할, 일종의 ‘시민 속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재 KINU의 구성원에

으로, 지역 속으로’ 뛰어 들어가 권위체로서 정보와 해석

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을 나누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강화했으면 하는

KINU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별·지역별로 정책 해

디자인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KINU에

설, 북한 이해, 시민 대화, 여론 수렴하는 정기적·순회적

대한 위상은 안에서보다 밖에서 볼 때 어마어마하고 독

역할을 강화한다면 KINU는 시민 속에서 지역 속에서 평

보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연구원 밖의 지역사회와 시

화·통일시대를 이끄는 중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는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권

30년이 된 KINU 앞에서 11년 11개월을 근무했던

위 있는 정보와 해석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것보다 실제 기

저의 시간도 이제는 일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북한·통일문제가 우리의 현실

일면식도 없는 구성원이 훨씬 더 많지요. 저는 응원하는

문제이다 보니 그에 관한 염려나 비판은 누구나 쉽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언론매체에서 KINU 소식이나 기

던지기도 하고 그만큼 빠르게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

사, 연구진의 인터뷰 등을 보면 여전히 특별히 반갑고 귀

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권위체를

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원

찾아 직접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고 판단해보고픈 욕구와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기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충족되지 못하니까 북한·

KINU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는 대체로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대립적인 골치
아픈 문제로 치부되면서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대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잦다고 봅니다.

김영윤
現 남북물류포럼 회장,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1.4.23.~2011.12.31.

과거를 회상하다

01

KINU 입사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를 냉대하는 것에는 많은 분노와 회의감을 느꼈어요.

연구원 입사의 동기가 아주 강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
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독일 다국적 기업에서의

03 KINU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와 얼마 있으니

연구원은 나에게 우울증 치료제와 같은 존재였다고 이야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원을 모집했는데, 당시 KINU야말

기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우울할 시간이 없었지

로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

요. 근무하는 동안에는 늘 내 인생의 제일 빛나는 순간 순

에 대학이나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단념하고 들어

간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정년을 하면서 수

오게 되었습니다.

유리의 아름다운 정경을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 여
간 아쉽지 않았고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구원은

4부

02 기억에 남는(재미있거나, 슬프거나 등)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하신다면요?

이사를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KINU는 나의 지옥
이기도 했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극도의 이기
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

원에 있으면서 정권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과 기조가

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늘 혼자서 일하는 것을

달랐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긋나는 발표나 세

좋아했죠. 그런 면에서 연구원 생활은 나에게 가장 좋은

미나에는 참여가 어려웠던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의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덕분으로 수많은 강

경우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에 아주 심했다고

의와 글을 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돈도 많이 벌어서 자

할 수 있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부에서 맡았던 여러

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낼 수도 있었답니다. (웃음)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통일연구

단체의 직책(사외이사, 자문위원 등) 등이 한꺼번에 날라
갔던 적도 있었고요. 이는 통일부와 관련된 단체도 마찬
가지였죠. 정권이 바뀐 다음 심지어 내일 강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전화를 걸어와 강의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모든 일이 통일을
144

위한 노력으로 수렴되는 것인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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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말하다

미래를 그리다

04 KINU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07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KINU가 어떻게 성장해나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미래비전,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길 바라나요?

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원의 가장 큰

온라인으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앞장서는 연구원,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권을 떠나 그 비전을 우리 국민 모

유엔과 직접 대화하는 연구원, 한반도 통일 문제의 세계

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적 네트워크화에 앞장서는 연구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것이 희망을 주는 일이고, 정부에게는 정책 추진의 바탕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도 연결하는 연구원, 연결

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을 주도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호열

05 제2의 도약을 했던 인생경험 스토리는 무엇인가?

08 KINU에 바라는 점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통일연구원이라는 전문연

연구원에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YB-OB가 만나서 의견

구기관에 근무한 자체가 제2의 인생도약이 아닐까 생각

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만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단체와 통일문제, 북한문제와 관련

수 있어야 연구원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있고, 연구원 출

사회적 환경에서 제가 부각되고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신으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

바로 연구원 때문이죠. 정년을 하고서도 연구원에서 얻

으면 끝없는 단절, 단절에 따른 무관심만 존재하고 있을

었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뿐이죠.

운영하는 민간단체(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가 이 사회

4부

과거를 회상하다
01

KINU에 입사하게 된 계기와 그때의 KINU는 어떠

도 10분 내로 가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연구자

하였나요?

들도 자부심이 생겼고 연구원에 있던 사람들이 대학으로

개원은 4월 9일이지만 91년 4월 23일 공채 1기로 첫 출

도 많이 갔습니다.

근을 했습니다. 제가 90년 6월에 오하이오에서 비교정치

를 위해 일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통일연구원에서의 근

09 미래의 KINU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통일 분위기

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

통일연구원!

가 있고 정부에서 큰 구상을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을 만

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낡은 사고에서 머무르지 않는 연구원,

드니 준비를 해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수보다

1993~1994년에 자료실장을 역임할 때 연구원이 물난리

과감하고 혁신적인 남북협력과 통일 대안을 제시하는

월급도 많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해

06 내 소신이나 삶의 철학이라면?

연구원,

그래서 고려대학교 강사를 하면서 3월 달에 공채로 면접

있어 위에서 보는 1층 출입구가 밑에서는 3층 높이 정도

꼭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첫

통일한국으로 가는 다리와 디딤돌이 되는 연구원,

을 보고 99년 2월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가 되었습니다.

째, 정의롭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남북한이 가야 할 미래지향적 연구 모델과 이론을 제시

생각합니다. 둘째, 북한과 협력하고 교류하려고 하면서

하는 연구원으로 영원하라...

02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나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

신가요?

민족통일연구원법이 국회에 통과되고 100만원 출자

1994년 여름, 폭우 때문에 위에서 주차장 쪽으로 빗

금으로 출연자가 노태우 대통령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

물이 몰려와 지하에 있는 자료실이 침수되었습니다. 물

북한을 적대하고 배격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에 무너지고 탈냉전

난리가 날 건물이 아니였는데 말이죠. 외부기관과 세미

늘 생각했다고 봅니다. 셋째,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90년에 독일통일로 관심이 늘어나자 법을

나를 할 때 연구원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만큼 본인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

제정하고 연구원이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통일교

모든 보고서를 200부씩 여분으로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

다고 봅니다.

육원에 연수가서 배우고, DMZ에서 북한 땅을 보며 설명

었습니다. 비가 들이쳐서 지하 창고에 쌓아놓은 보고서

을 듣는 등 북한에 대하여 속성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들이 모두 잠긴 것입니다. 침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가

북한·통일문제 하면 무조건 통일연구원 가야한다는

보니 창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갈 정도 수위였고, 책은 물

인식이 있었습니다. 외국학자, 외국전문가, 언론인 등이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연구원 자료는 수요와 가치가

연구원으로 매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연구조정실장 직책

높아 국회의원들이 찾는 등 필요한 곳이 많았는데 난감

을 맡았을 때 그분들에게 브리핑 하는 것이 내 업무였을

함 상황이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수 천 권이 되는 책을 살

정도니까요. 그 당시 장충동은 접근성이 좋았기에 원내

린다고 물속에서 빼내는 등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 카메라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호텔세미나

로는 침수를 대비한 계획도 세우곤 하였습니다.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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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학교 교수, 前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991.4.23.~1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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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말하다
03 KINU를 떠났지만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고 생각하나요?

미래를 그리다
04 현재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

나요?

05 통일 및 북한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06 앞으로 연구원이 이루었으면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과거 연구원에 외국학자나 언론인이 방문하여 브리핑 할

앞으로 비전을 말하면 통일연구원은 연구원 설립목표를

연구원이 중요하게 기여한 것 중 하나는 통일을 아직 이

우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보다 자료 취급에 있어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왜 통일이 돼야 하는가?” 였습

리뉴얼해야 합니다. 통일을 30년 동안 못 이뤄왔기에 통

루지 못했지만 통일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 우리 연구원

서는 더 상위 자료를 취급합니다. 통일부에서는 우리가

니다. 예전 분위기는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이슈도 아니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출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박사뿐만 아니라 석사급도 박

청와대에 자료 주는 것을 궁금해 하기도 하고, 국정원에

었으니까 “왜 굳이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였습니다. 통일

멀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성공적으로 올바

사를 하면서 연구소 및 대학으로 나가는 등 학계나 전문

서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자료를 알고 싶어서 차관이

연구원 연구는 통일은 기본이고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

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을 할 수 있는 설

가, 정책부서에서 통일연구원 출신들이 분산된 것이 큰

쫓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통일부, 국회와 작

지 방향에 대해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

계자나 역꾼으로서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합니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업하고 4개 부처를 우리가 직접 상대하니까 그만큼 위상

면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다. 연구원에는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에 우리의 목

이 높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대학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될까’를 설명하는

표는 분명합니다. 통일 필요성을 가지고 30년을 기점으

교수하고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

로 해서 리뉴얼, 리모델링을 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것을

학연, 지연, 혈연이라 말은 하지만 그 당시 정세현 원
장님이 ‘직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직장의 인연, 직연 중
정말 의미있는 것이 우리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또 하나, 어느 한 대학 출신이나 고등학교 출신이 배

했기 때문에 ‘통일을 왜 하느냐’ 이것은 정말 우스운 질문

최우선으로 세워 목표치를 정하고, 구조를 세워 비전을

은 퇴직하면서 끝나고 활동이 제한되지만 우리연구원은

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것이 연구원이 갖고 있는 강점

이었습니다.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통일해야 된다고 얘

제시해야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30년 하고 나

여기에 있다가 더욱 큰 활동을 이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라 생각합니다. 독일박사, 미국박사, 국내박사, 다 균형

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일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들을

서 앞으로 3년 후에 정말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북한,

어디 출신이냐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지금도 각 대

이 있고 서울, 지방 출신들이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습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통일을 해야할까,

국제적 요소가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학마다 없는 곳이 없이 대부분 통일연구원 출신입니다.

다. 미·중·러·일 등 외국 출신 박사뿐만 아니라 국내 박

통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얘기해주는 게 핵심이라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70년 기다리고 통일이 될 거라

북한학과가 여러 대학에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 있던 사

사도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통일 관련 이슈 발생 시 함께

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에 절반은 통일에 관심이 없고

했는데 또 30년이 지나고, 더 자꾸자꾸 잊혀지고 있습니

람들이 개원 이후 3~4년 되면서부터는 대학으로 갔습니

모여 긴급회의를 하는 등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연

통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 이럴 때 일수록 이제는 우리 연구원이 중심역할을 해

다. 안 가있는 대학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북한학과가 있

구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일하는지는 사실 지금의 문제가 아니여서

으면 북한학과로 가고, 없으면 정외과나 사회학과에 가

통일 방안을 얘기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

서도 북한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해야 할 일들 중 하나는 통일 방안
연구가 아니라 왜 통일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합니

관학교이면서 내 연구의 어떤 영역을 정했으니까 모교

다. 통일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인

4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의 30년이지만 가장 활발히

식하게 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활동했던 기간에 통일연구원에 있었고 대학에 있는 기간
내내 연구원이 울타리가 되어 같이 성장하고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장관도 했었고, 국

나에게 KINU란 ( )이다.

통일연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는 배움을 준 사

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회의원 보좌관에 우리연구원 출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연구원 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면 앞으로 통일에 우리
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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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말하다
04 현재 KINU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1991년 KINU가 출범한 이후 대학에 북한학과가 생기고
유사한 연구기관들이 설립됐지만 KINU의 명성을 따라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대학이나 연구기
관에는 KINU 출신들이 진출해 있어요. 최소한 한국에서
만큼은 KINU가 통일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지요. 남북문
제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늘 KINU는 앞장서서 담론을
이끌어갔고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전현준
現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1.4.23.~2013.6.30.

05 KINU를 떠난 이후 재직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과거를 회상하다

KINU 없는 나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지요. KINU에서 쌓
01

KINU에는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셨나요?

대학원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마칠 즈음이었는데

03 비록 KINU를 떠났지만, KINU는 본인에게 어떤 의

미인가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독일통일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

KINU는 나의 청춘을 바친 곳이고 북한 전공자로서 학계

에 대비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나 언론계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준 은인이

곳이 내가 평생을 바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죠.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을 한 것도 모두 KINU덕분

응시했죠. 당시 민족통일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었죠. 1991년 4월에 KINU에 들어가서 2013년 정년

북한전문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퇴임할 때까지 22년여 동안 나의 이름 앞에는 항상 통일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운이 좋았죠.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녔죠. KINU에서 만난 수
많은 석학들과의 만남은 나를 살찌게 했고 오늘의 나를

4부

02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에피소드)/기억에 남는 추

있게 했지요.

억이 있으신가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6년 북한핵실험 등 큰 사건
이 있을 때마다 밤새워 일했던 것이 추억입니다. 여름에
는 내의만 입고 일한 기억이 납니다. 2000년 정상회담

를 하고 있고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어요.
개인 연구자로 활동했다면 전현준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
을 겁니다. KINU의 명성과 KINU 동료들의 도움으로 현
재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요.

06 내 인생을 PR할 수 있다면, 그리고 KINU를 떠나 제

2의 도약을 했던 스토리가 있다면요?

07 현재를 살아가는 소신이나, 삶의 철학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나는 과분하게도 KINU 입사 직후부터 줄곧 언론활동을

특별한 것은 없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이

했어요. 당시에는 북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서 북한에

죠. 굳이 자랑한다면 대학원 시절부터 가졌던 한반도 평

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에서 나를 많이 찾아 주었

화통일에 대한 소신을 굽힌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성

죠. 덕분에 촌놈이 출세했지요.(웃음) KINU 재직 시절 학

격의 정부가 들어서든 남북 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

회장을 한 것은 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죠. 2013년 퇴

일을 주장했지요. 사실 올바른 대북 정책을 펴기 위해서

임 이후에도 대학에서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으로 계속

는 북한을 바로 잘 알아야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1990

강의하고 있고 강연이나 기고도 하고 있어요.

년대 초부터 북한 붕괴론을 주장했지만 나는 이것에 동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4년 김일성 사망,

은 경험과 재직 경륜 때문에 현재도 대학에서 겸임교수

의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7월 김일성

이후 수차례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관료들과 한반도문

죽었을 때였죠. 내가 옳았지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북

제에 대해 아슬아슬한 토론을 했던 것도 추억입니다.

한붕괴론이 풍미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1997.1.8.) 장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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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그리다
08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KINU가 어떻게 성장해나가

11

길 바라나요?

미래의 KINU를 위해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KINU도 현장성있는 연구가 부족했을 겁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KINU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봅니

니다. 연구자, 관료, 탈북민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다. 모든 것이 순로롭다면 누구도 KINU를 찾지 않을 겁

해야 보다 적실성있는 연구가 될 텐데 이 점에서 좀 부족

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병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KINU만의 문제가

듯이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KINU가 필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비대면 접촉을 확대하여 타 연구

한 겁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기관과는 차별화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하네요.

김철조

12
09 앞으로 KINU가 이루었으면 하는(해야 하는) 모습

(일)은 무엇인가요?

기타 통일 및 북한학계에 기여해야 할 부분이나 학
문적으로 주목할 연구방향 등을 제시해 주세요.

의학에는 예방의학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반도는 지금 격동의 시

전에 면역력을 기르고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지요. 정

기를 지나고 있어요. 미중갈등, 일본의 위협, 남북 간 교착

치 현상에서도 예방정치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 어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선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

KINU 연구자들이 개발해 주면 좋겠어요.

것을 KINU가 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KINU는 정권의 영
향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문제를 적극적 평화 개념 차
원에서 접근하여 남북한 공동 번영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물론 장기적 과제이지만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재직하고 있어서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네요.

現 육아정책연구소 감사실 감사위원, 前 2급 관리원

1991.4.25.~2005.12.14.

과거를 회상하다
01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에피소드)/기억에 남는 추
억이 있으신가요?

KINU의 특수성으로 북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
다. 연구원 직원이 북한 가이드에게 원장실에서 근무하
는 비서를 소개하자 가이드가 ‘젊은 분이 직위가 굉장히
높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짧은 순간이나마 다들 의아했
었는데 북한에서는 비서가 ‘굉장히 높은’직위라서 그랬
던 것이지요.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인상 깊었던
일화입니다.

10
4부

KINU의 현재 구성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
인데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
은 사명감을 갖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구성원들의 희생
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왕 통일문제에 몸을 담았으니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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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요?
KINU는 저의 젊음과 열정을 함께한 곳이라서 지금도 설
레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연구원 재직 시절 결혼도 하였
고 아이 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구원 생활 역시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처우나 근무환경이 타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좀 열악한

02 비록 KINU를 떠났지만, KINU는 본인에게 어떤 의

그 시절의 가족처럼 소중하게 추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연구원의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수시로, 진심
으로 기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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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말하다

미래를 그리다

03 현재 KINU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0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KINU가 어떻게 성장해나가

길 바라나요?

북관계에 있어서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일들을 경험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분야를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

한 국민들도 이후 국정에 관심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할 것이고 그에 걸맞은 대안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

런 현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까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환경과 국가정책,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또한 그러할 것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키워드

국정수립에 기여하는 KINU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

재정립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선제적으로

차대하다고 여겨집니다. 분야별로 역할을 재점검하고 최

견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일조하

적의 방안을 모색하며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KINU가

는 KINU로 성장해나갔으면 합니다.

사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남

김병로
現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3.2.1.~2003.2.28.

되기를 기대합니다.
06 앞으로 KINU가 이루었으면 하는(해야 하는) 모습
04 KINU를 떠난 이후 재직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주도하고 통일과 평화

재직 시, 임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통일연구의 초석을 다

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싱크탱크로

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나름의 일익을 담당

우뚝 선 KINU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였던 만큼 통일 관련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KINU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큽
니다. 특히, 우연한 기회에 현재 몸담고 있는 연구소의 설

4부

07 KINU의 현재 구성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립 멤버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신설 국책연구기관의 설

흔히 삶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행정도 마찬가지

립과 정착 업무진행 시에 KINU에서의 경험이 든든한 토

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정을 근거해서 업무에 임

대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KINU와 원활한

하지만 실무에서는 규정 간의 애매한 충돌이나 현실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 삶의 과거이자 현재라

제약이 적잖은 벽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적지적수(適地適樹)의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이 그만큼 난

이고 가시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황을 조율하며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자체가 보람이고 성과가 아닌가

정의 에너지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평소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KINU 출신 OB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인적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08 미래의 KINU를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KINU가 이끌어 ON, 한반도에 통일이 ON, 새 시대에 평
화가 ON!

01

KINU에 입사하게 된 계기와, KINU는 내게 어떤 의
미인가요?

02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에피소드) 또는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남북한 비교연구로 학위취득 후 귀국을 고민하

1박2일 동안 얘기해도 끝이 없을 일화들이 있지만 몇 가

던 중 은사로부터 통일연구원 창립 소식을 듣고 곧바로

지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초대 이병용 원장

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 때 제 고집을 꺾지 않고 언

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직장이니만큼 동료들도 모두 긴

쟁을 하는 바람에 탈락하여 창립멤버가 되지는 못했습니

장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도포’로 불리던 원장의 권

다. 아쉬움이 컸고 무엇보다 추천을 해준 당시 정세현 부

위는 연구원 내 모든 박사들을 압도하여 그 앞에서는 잔

원장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1년 반을 기다린 끝에

뜩 주눅이 들어 있던 시절이지요. 그 ‘도포’는 평소에 히

추가채용으로 입사하여 KINU 멤버가 되었습니다.

틀러처럼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제게 KINU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첫 직장이

어느날 연구실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에서 갑자기 ‘도포’

기도 하여 모든 것이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 있고 함께 했

가 나타나 손을 번쩍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할

던 동료·선배들도 가족처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도포’에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습니다. 사회학 전공자로 국제정치를 제대로 몰랐던 저

말았지요. (웃음) 순간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

에게는 동료·선배들이 쓴 연구보고서를 통해 안목을 넓

며 자책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동

히는 기회가 되었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에 나누던

료들은 “김 박사는 이제 잘렸다!”라며 한동안 웃었던 기

대화와 함께 산책하며 보냈던 시간은 귀중한 학습의 기

억이 생생합니다.

회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 문헌연구와 주체사상, 인권,

다른 하나는 초창기 너무 열악한 근무환경에 관한

계층, 종교, 지역연구 등 중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사

것이에요. 박사들이 2인 1실을 사용하여 불편한 점이 많

회의 구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KINU에 입사해서야 비

았고 에어컨도 설치되지 않아서 여름철이면 연구실 안에

로소 북한연구를 제대로 시작한 셈인 것이지요.

서 웃통을 벗고 근무하는 게 보통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나 노무업무는 구체적

싶습니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동료의식과 긍

154

과거를 회상하다

(일)은 무엇인가요?

특히 장충동 건물이 시멘트로 지어져 3층 연구실은 옥상
의 복사열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문자
그대로 펄펄 끓는 상황이었지요. 잔뜩 무더웠던 어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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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며칠 근무를 하고 났더니 얼굴이 검게 그을고 콧등의
피부가 벗겨졌더라고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수욕장이라도 다녀온 줄 알았을 거에요. (웃음)

04 현재를 살아가는 소신이나, 삶의 철학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20대 중반 미국에서 유학하는 도중 병원에서 죽음을 맞

즐겁고 축제와 같은 30주년 기념일에 재미난 일화

닥뜨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하는 최후의

말고 가슴 아픈 일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연구원들이 야

순간에 결국 인생에서 의미 있게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유회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백원경 연구원이 목숨을 잃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을 나누었던

은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

몇몇 친구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족의 슬픔이야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함께 동승했던 동료

이후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인생

들은 한동안 자책하며 무척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때 많

의 마지막에 의미 있게 남는 것은 연구나 돈이 아니라 사

이 괴로워했던 송정호 연구원도 이미 세상을 떠났네요.

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는 결국 정책도

김학성

담배 좀 그만 피우라고 하면 “피우나 안피우나 몇 개월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전

現 충남대학교 교수,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4.3.21.~2003.5.12.

차이 안난다”던 정규섭 교수도 고인이 되었습니다. 활달

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 소신을 지키려면 자

하고 성격 좋던 백원경의 죽음은 KINU를 생각할 때마다

기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다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입니다.
01

미래를 그리다
현재를 말하다
05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KINU가 어떻게 성장해나가
03 내 인생을 PR할 수 있다면, 그리고 KINU를 떠나 제

2의 도약을 했던 스토리가 있다면요?

4부

길 바라나요? 구성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KINU는 한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학자와 전문가들이 인

개인적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정하는 통일연구의 독보적인 중심기관으로 성장했습니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야간에 신학공

다. 한반도의 미래는 통일에 달려 있는 만큼 불확실한 통

부를 하면서 인생의 전환을 모색했지요. 2003년 아세아

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갈

연합신학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재정적으로 쪼들려

사명과 책임이 KINU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회피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6년 서울대학교 통일연

는 안됩니다. KINU 연구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구소 창립과 함께 연구교수 제안이 왔을 때 전임에서 계

전문영역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약직으로 옮기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어차피 인생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라는 생각에 모험을 했었지요. 다
행히 몇 년 후에 인문한국(HK) 전임교원의 길이 열려 현
재까지 교수로 일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민족통일연구원 김병로박사의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1997.1.8.) 장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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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부하는 동안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한반도의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기 한해 전인 1991년 봄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기여를 조금이나마 할

에 KINU가 출범했어요. 1992년 2월에 학위를 받았지만,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즘 못지 않게 당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시간강사를 전

이러한 과정을 되돌아보면, 저의 KINU 입사는 우연한

전하는 신진학자가 많이 있어서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일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잡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INU가
설립되자, 당시 신진학자들이 좋은 취업 기회를 얻게 되
었지요. 제게도 KINU는 좋은 대안적 일자리로 보였어요.

02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에피소드) 또는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게다가 저의 학위 논문이 독일통일의 국제정치적 배

설립 초기 한동안 KINU의 연구진들 사이에는 현안들에

경을 다루었기 때문에 KINU는 저에게 매우 적합한 직장

대한 인식방법과 해결책 마련을 둘러싸고 적나라한 토

이라고 생각했지요. KINU의 설립에 기여하신 분들이 독

론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언성까지 높여

일의 전독연구소를 벤치마킹했다는 말도 들었고, 독일통

가며 싸우는 듯 토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

일은 당시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매우 깊은 인상을

론 어떠한 사회조직에도 있듯이 KINU에도 내부 갈등 구

주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어요. 다만 출범 직후 대규모

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안을 둘러싼 논쟁은 그것

공채를 통해 일정한 수의 연구진을 선발한 터라 KINU

과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격의 없는 토론들은 때

에 당장 입사는 어려웠고, 약 2년간 대학교에서 시간강

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정부의 요청으로 KINU에서 ‘통

적으로는 모든 연구원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으

일문화’ 연구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 연구팀의 일원으로

로 작용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토론은 초창기라는

1994년 3월 입사하게 되었어요.

시기적 특성과 문제의식으로 무장한 당시 젊은 연구진들

어쨌든 KINU에 입사함으로써 제 개인적으로는 우

의 열정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했고, 제가 공부했던 것을 본

이는 저로서는 잊을 수 없으며, 이제 어디서도 다시 할 수

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지속적 연구 기반을 마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련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제가 대학원에

그밖에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들라고 하면, 연구원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통일연구원에서 10년을 근무하던 중 악성 위궤양으로

KINU에는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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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모 원장님을 사퇴하게 만든 매우 불행한 사건

현재를 말하다

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당시 박사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경한(?) 사건에 직접적으
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당시 내부에 존재하

2의 도약을 했던 스토리가 있다면요?
04 현재 KINU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모든 분야의 연구와 정책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
여, KINU에서는 세부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 연

제 인생에 대해 PR을 해보라는 요구는 처음 받아봐서...

구, 특히 이론화 작업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홍보할 것이 없네요. 그냥 학자로서

다. 그러할 때, 데이터구축과 제공기관으로서의 신인도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는 여러 갈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장님이 퇴진하

창립 이후 한동안 KINU는 통일·북한 연구 및 정책개발

평범한 삶을 큰 굴곡없이 무난하게 살아 왔다는 게 전부

도록 모든 연구원이 동의하고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국책연

에서 어느 정도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통

인 듯합니다. 제2의 도약이란 것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

구기관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성

일·북한연구의 인프라가 아직 확고하지 않았던 상황에

니다. 물론 2003년 충남대학교로 직장을 옮긴 것은 하나

09 KINU가 앞으로 이루었으면 하는(해야 하는) 모습

공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결코 유쾌한 일은

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를 지나면서

의 큰 변화인긴 하지만, KINU 재직의 경험 덕분인지 항상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재 KINU의 구성원에

아니었으며, 인생에서 하나의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대학교를 비롯하여 학회와 유관기관의 연구 활동이 점

그러했듯이 꾸준한 연구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증하자 KINU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경향을 보

정년을 조금 앞두고 정리의 시간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과거 제가 KINU 재직 시절 ‘통일집현전’이 되자는 것이

이고 있습니다. 연구환경의 변화, 특히 유관 연구 주체 및

KINU의 경험 탓에 오히려 제가 대학교에 와서 보통의 교

당시 하나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제들의 다양화와 세분화 경향을 고려할 때, KINU가

수님들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통일·북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국책연

03 비록 KINU를 떠났지만, KINU는 본인에게 어떤 의

미인가요?

구기관으로서 최상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 있

한마디로 친정과 같은 곳이지요. 저의 학문역량이 성장

과거 초창기와 같은 위상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별

할 수 있었던 배양판과 같은 곳이라서 결코 잊을 수 없습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KINU가 국책연구기

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과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모

관으로서 해야 할 것을 확인하고, 연구와 정책개발의 양

든 측면에서 잘 되길 바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바지할 수

면에서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

독불장군은 없다. 학자들은 치열한 논쟁과 협업을 통해

이에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일이 있으면 제 능력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고 싶

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성장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책임을

있겠지만, KINU에서 정년을 마치기보다 대학교로 전직

질 각오를 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학문의 길은 멀

하려는 의지가 강한 연구자는 정책개발보다 이론연구에

리 내다보며 유유히 걸어야 한다. 유수부쟁선(流水不爭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며, 당연히 개인의 연구작업과

先, 흐르는 물은 앞서려고 다투지 않는다)이란 바둑의 격

KINU에서의 업무 사이에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

언처럼…

니다. 저의 개별적 경험으로는 양자 사이를 분리하기보

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간혹 이런 저런 일로 방문하게 되
면, 항상 친근감이 있는 곳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과거의
동료들이 거의 은퇴해서 조금은 서먹해진 느낌이 없지는

05 KINU를 떠난 이후 재직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

향을 미쳤을까요?

07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소신이나, 삶의 철학 등에

을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개인의 경력과 국책연구기관의 기여 사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않지만, 후배들과 직원들의 얼굴이 결코 낯설지는 않기

KINU는 제가 학위를 마치고 신진학자로서 성장하는 데

에 결코 남의 집 방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990년대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그 괴리를 좁혀서

말까지 KINU에서 수행했던 저의 연구는 대부분 독일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독일 사례를
4부

06 내 인생을 PR할 수 있다면, 그리고 KINU를 떠나 제

미래를 그리다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구환경의 변화 탓에 KINU의 연
구 및 정책개발에서 이론적 상상력이 더욱 필요해질 것

연구했지요. 단지 현상만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
08 코로나19로 전에 없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포스

지식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일 사례연구에 싫증

트코로나 시대에 KINU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이 나면서 저의 주전공을 살려서 한반도 국제환경에 대

포스트코로나의 세계에는 과거와 다른 사회질서가 태

10

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지요. 어쨌든 KINU에서 시작했

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AI와 네트워크

응원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

던 연구들은 충남대학교로 이직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network)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KINU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저의 연구주제로 남았습니다. 요컨대 학자로서의 삶에서

기존의 사회규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새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사무사 무불경

KINU는 저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로운 기술의 확산과 이로 인한 행위규범의 변화가 서서

(思無邪 毋不敬, 생각과 판단에 있어 사악함이 없고, 늘

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KINU는 통일·북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한에 관한 모든 연구를 수행하고자(현실적으로 더 가능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미래의 KINU에게 응원 한마디!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리가 독일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적

하지도 않지만) 하기보다 국내외 곳곳에서 생산된 유관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158

는데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159

현재를 말하다

임순희
現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5.3.20.~2014.6.30.

04 현재 KINU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죠.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도 선임연구위원으로 불러 주

정년 퇴임 이전부터 연구원 안팎에서 연구원의 위상과

셨어요. 그동안 몇 차례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도 냈구요.

역할 관련하여 아쉬움 내지 안타까움을 표하거나, 회의

이제 두 연구소 활동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하

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저를 찾아주시

기억됩니다. 일부 연구결과물 관련해서도 그랬고, 연구

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 수녀님들께서 북

원 구성원들의 갈등 관계, 특정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한·통일 관련 공부하시는 것을 적극 도와드리고 있어요.

인해서 그랬죠. 그러나 외부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연중 계획에 따라 매달 한 번씩 강의가 진행되는데, 통일

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통일연구원은 북한·통일 관련

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지식 기부는 정

하여 핵심 연구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고 관심과 기대도

말 감동입니다. 가끔은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 쓰시는 신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20여 년을 산

부님, 수녀님 도와 드리기도 하구요.

저는 물론이구요.

과거를 회상하다

07 평소 소신, 삶의 철학 등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01

KINU에 입사하게 된 계기

그것은 직장 조직 생활을 처음 시작한 저의 과욕이었죠. 연

저는 외교정책결정 요인 분석을 내용으로 한 석사 논문

구원 생활 하면서, 저도 특정 구성원들과의 불협화음이나

을 썼습니다. 박사 논문도 외교정책결정 요인 분석으로

갈등 관계를 겪었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하려고 박사 과정 동안에 관련 자료도 모으고 했지요. 그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즈음해서부터는 그 모

런데 박사 과정 끝날 즈음해서 지도교수께서 논제를 ‘북

든 것마저 그리운 것으로 기억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더

한 여성의 정치문화’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군요. 그래서 퇴임하고 나면 연구원 가까이에 차도 마시고

적잖이 당혹스러웠고 내심 저항감마저 생기더군요. 그러

맥주도 마실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열어 연구원 식구들을

나 지도교수께서 그 논제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말씀해

만나고 싶었던 게 제 바람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네요.

주시고 나서, 살짝 미소 지으시며 “10년 뒤를 내다봅시
4부

다. 수요가 적지 않을 거예요.” 하셨는데, 미소 지으며 하
신 그 말씀에 저의 당혹감, 저항감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03 비록 KINU를 떠났지만, KINU는 본인에게 어떤 의

미인가요?
통일연구원은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

정보 수집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뿐

석은,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한 저를 해가 더할수록 조금

아니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씩 성숙시켜 준 곳입니다. 시행착오도 우여곡절도 적지

연구 의욕도 강화되더군요. 박사 학위 받고 난 뒤 지도교

않았지만, 그러면서 차츰 제가 성숙해져 갔던 것 같습니

수께서 당시 이름인 ‘민족통일연구원’을 소개해 주셨고

다. 통일연구원은 해가 더해 감에 따라 제 연구 능력을 보

적극 추천해 주셔서 통일연구원의 한 구성원으로 19년 3

완해 주고 보강해 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약

개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마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구요. 통일연구원은 사
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저 자신을 많이 성찰케 한 곳이기

02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에피소드)/기억에 남는 추

억이 있으신가요?
160

도 합니다. 그래서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제가 다른 사
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또 제게 좋은 영향을 주

결혼해 가정을 꾸리지 못한 제게는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는 사람을 만나면 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 나름

가족이었고, 또 그렇게 느끼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통일연구원에 다닐 때에 제 아침 기도는 “저, 있는 그대
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열심히 하고, 동료들과 잘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20여 년의

지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그게

통일연구원 생활에서 좋지 않았던, 씁쓸한 기억들이 없

다였습니다. 퇴임하고 난 뒤에는 “제 모든 것을 하느님

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연구원 생활은 제 삶에 긍정적

께 다 맡겨 드립니다. 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으로 작용했어요. 저는 퇴임을 서너 해 앞두고 생긴 어떤

나 꼭 함께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퇴임하고 나서

‘뒤엉킨 매듭’을 풀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고, 퇴임 인사에

언젠가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 비행기가 갑자

서도 그 아픔을 말했어요. 그런데 퇴임한 뒤에 시간이 흐

기 어떻게(?)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내가 안타

르면서, 그 아픔까지도 저를 성숙하게 해 주었음을 알았

까워하고 아쉬워할 게 뭘까?”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아, 나의 연구원 생활은 좋

않더군요. 가끔 꿈속에서 만나는 엄마 얼굴밖에는…. 저

았구나. 나는 그곳에서 잘 살았구나.”

는 제게 허락된 모든 날들을 하느님께 맡겨 드렸어요. 제
게도 언제가 때가 오면, 하느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서

06 내 인생 PR, 제2의 도약을 했던 경험스토리가 있으

세요?
저는 퇴임을 앞두고 거듭거듭 마음을 다지고는 했어요.

고 싶어요.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완전 설득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논제 관련 자료·

05 KINU를 떠난 이후 재직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

“정년 퇴임하고 나면,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느님께 딱
붙어살아야지!” 그리고 기도 중에 소박한 바람을 하느님
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퇴임하고 나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다 맡겨 드립니다.” 응답을 주시
더군요. 퇴임하던 해 초반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
해위원회 산하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멤버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
주교 신자 임헬레나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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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그리다

08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KINU가 어떻게 성장해나가

10

길 바라나요?

KINU의 현재 구성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통일연구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북한·통일 관련 업

조직이 잘 커나가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각자 하는 일

무를 잘 해나가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하나 된

에 보람을 느끼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이

한반도’ 위상과 지위를 높이고 강화하는 데에 기여 했으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늘 동

면 하는 바람입니다.

료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를 잊지 않았으면 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만나 이야기 나누세요. 그러면 서로에

09 앞으로 KINU가 이루었으면 하는(해야 하는) 모습

(일)은 무엇인가요?

게 이해와 소통이 따를 거예요. 제가 연구원에서 그렇게

김민경

살지 못해서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1999.1.1.~2013.3.6.

前 행정원

통일의 과정에서뿐 아니라 통일된 다음의 남북 사회통합
을 위한 준비를 잘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
련 주제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하겠

4부

11

미래의 KINU를 위해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과거를 회상하다

주세요

죠. 저는 북한이탈주민, 남북이산가족 관련 주제들도 그

“오래오래 번창하시고 알찬 결실 맺읍시다. 우리 통일연

렇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

구원!!!”

01

KINU에 입사하게 된 계기와 KINU는 내게 어떤 의
미인가요?

02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에피소드) 또는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1998년도 9월 4일에 첫 출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처음 기획조정실로 입사하고 꽤 오랜기간 기획조정

제이구요.

상업고등학교(현재 직업전문학교) 3학년 졸업반이었어

실 연구기획팀 붙박이였는데, 그때 야근을 참 많이 했어

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졸업반 2학기때부터 취업을 나

요. 특히 국정감사 때는 거의 연구원에서 살다시피 했던

갈 수 있어서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

거 같아요. 그때 함께 일하던 언니들과 정말 미친듯이 일

했어요. 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동창분이 그 당시 예

하고 큰 행사가 끝나면 수유역 근처나 서울시내에 맛집

산기획팀 과장님이셔서 그분 통해 기획조정실 사무보조

을 찾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네요. 그 당시 저는

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낙하산이었죠.

동료들과 동료애가 심하게 끈끈해서 여기저기 여행도 자

(웃음) 처음 들어가서 맡게 된 업무는 탈북민 녹취록을

주 가곤 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찬희언니가 그 당

문서화하는 작업 및 기타 사무보조 업무였어요. 18세에

시 흰색 마티즈를 끌고 다녔었는데 그 차 타고 안가본 곳

KINU에서 첫 사회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없네요. 이승철 콘서트며 부산 국제영화제며..아, 보고
싶다 이찬희. 그리고 조정아 박사님께서 캐나다로 연구
연가 가셨을 때도 은향언니, 미강언니랑 같이 10일 동안
캐나다에 놀러 갔었네요. 조 박사님 차 끌고 벤쿠버에서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남북 사회통합의 선결과

시애틀로 놀러 갔던 기억도 나네요. 지금 곱씹어 생각해
보니 하나하나가 그리운 추억입니다. 여기에 다 나열하
지는 못하지만 많이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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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록 KINU를 떠났지만 KINU는 본인에게 어떤 의

미인가요?

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한 재직경험들에 영향
을 받아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었고

07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인생 선배로서 말

씀해 주세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그리운 곳이

지금은 대단하지는 않지만 호주에서 쉐프라는 타이틀로

뭐든 주저하면 안되는 거 같아요. 내 상황이, 내 나이가,

에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곳이구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등등 결국 다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무엇

는 건 KINU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거구요. 18살 어린 나
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사무보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06 KINU를 떠난 이후 재도약을 통해 느낀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미래를 그리다
08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KINU가 어떻게 성장해나가

길 바라나요?

이든 머리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바꿔야 된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정

는 생각이 든다면 주위를 살피거나 눈치 볼 필요 없이 시

확한 정보와 활발하고 다양한 연구로 국책연구기관으로

작하면 되는 거 같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

서의 역할과 소명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사회생활을 배우고 운 좋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동료

저는 아직도 제2의 도약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

면 안정된 내 삶이 혹시나 흠집이 날까 구멍이 생길까하

들을 만나 그들 하나하나의 도움과 배려로 4년 동안 대

입니다만, 굳이 말을 하자면 퇴사하고 호주로 무작정 왔

는 많은 고민들이 생기겠지만 사지 멀쩡하고 정신만 멀

학교도 다니며 학사학위도 취득했어요. 그리고 KINU에

을 때 같아요. 전 처음 호주에서 생활할 때 ‘영어도 직업

쩡하다면 어떻게든 살아지고 기회는 오는거 같아요. 그

서의 많은 경험 덕분에 시야도 넓어지고 늦다하면 늦은

도 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

리고 좋은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북한문제와 통일연구를 논하라고 한다면

나이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게 되었

떻게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같아요. 저는 KINU 다닐때도 직장 동료들을 너무 잘만나

당연히 KINU가 선두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요. 제 삶의 1/3을 그곳에서 보냈고 저에게 너무 소중

디게 익혀졌고 제가 나이도 많고 호주에서의 경력이 없

재직생활동안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냈어요. 퇴사한

한 인연을 만나게 해 준 곳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으니 일자리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호주에 도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

가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해준 곳입니다.

착해서 8개월 동안은 일을 못 구해서 어학원 다녀오면

리고 무엇보다 호주에서의 8년의 시간동안 정말 말도 안

집에서 밤늦게 남편이 퇴근해올 때까지 혼자 있었어요.

되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좋은 인연들 덕

지금은 말도 안되는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로 모

그때 연구원 퇴사한 것도 한국을 무작정 떠나온 것도 너

에 잘 버틸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떠한 것이든

두에게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

무 후회가 되어 매일을 눈물로 보냈고 우울증도 심하게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연들을 악연으로 만들

겠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함께할 수 있는 가족과 동

04 현재 KINU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왔었습니다. 8개월을 허송세월하다 이제는 도저히 안되

지 말고 사람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게 맞는

료가 있음에 감사하며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아

제가 한국을 떠나온지 벌써 9년차라 KINU의 위상이 어

겠다 싶어서 설거지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스시집 키친핸

거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고단한 현실에 너무 시달리지

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아프면 돈이고 명

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국책연구기관이니

드로 들어갔어요. 집에서 살림은 해봤어도 식당에서 설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삽시다.

예고 다 필요없습니다. 다 아시죠?

까 당연히 현 국정정책에 따라 북한문제 및 남북문제를

거지는 처음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서럽고 진짜 죽고 싶

상식적이고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잘 연구하고 있다고 믿

었는데, 사장님이랑 사수가 다행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겠습니다.

열심히 입 닫고 귀 닫고 두달 꼬박 일만 했더니 어느 날부

현재를 말하다

4부

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일)은 무엇일까요?

10

KINU의 현재 구성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1

미래의 KINU를 위해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터 일도 알려주기 시작하고 중요한 파트를 맡기기 시작

퇴사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멀리 타국 땅에서 언제나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 하나 할

구성원들과 통일연구원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항상 응원

때 저는 다섯개씩 저의 시간 써가며 익히려고 노력했습

합니다.

18세때부터 KINU에서 13년하고 3개월을 재직했어요.

니다. 제가 사장과 동료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

하루 일당직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한 부서의 행정원이

서 처음에는 어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자존심

되기까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

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이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았습니다.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도 떨어졌고 태어나서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처음부터 배운다 생각하고 정말

처음 하는 직장 생활이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

이 악물고 열심히 하고 버텼어요. 그러다보니 저에게 좋

어요. 그런 제가 한 사람 분의 일을 제대로 해내기까지 주

은 기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책임과 열심을 다했더니

위의 많은 도움과 지도가 있었고 일 또한 누구보다 열심

권한을 주기 시작했고 맨 막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히 했습니다. 이 악물고 버틴 것도 있었고 일을 함에 있어

순간 헤드가 되어 있었어요.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05 KINU를 떠난 이후 재직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

09 앞으로 KINU가 이루었으면 하는(해야 하는) 모습

나름 소신과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었습니다. 이런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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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같이 일했던 박사님과 연구원 그리고 동료 행정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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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쓰기, 행사 조직, 네크워크 확장하기, 조직 생

대비를 위한 실질적이고 미시적인 시나리오 구축 등 장

활 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제

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할 연

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직 이후에도 그 때의 경험이 정말

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험상, 일부 이런 연구들이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도는 되었지만, 모두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안타까움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인 걸 알지만, 통일연

06 내 인생을 PR할 수 있다면, 그리고 KINU를 떠나 제

2의 도약을 했던 스토리가 있다면요?

구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반드
시 달성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문이라는 좁은 세계에
만 머물던 저의 협소한 시야가 확 트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있어 제2의 도약이라고 한다면 바로 통일연구원

이기현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前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10.5.17.~2018.2.28.

과거를 회상하다

03 비록 KINU를 떠났지만, KINU는 본인에게 어떤 의

미인가요?
01

KINU에 입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저에게는 친정과 같은 곳이지요. 저는 통일연구원이 키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학계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

워주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았고, 연

이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

구과제도 많았고, 원 내부에 소소한 트러블도 많았지만,

로 기억합니다. 통일연구원이라고 해서 북한 문제를 주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학문과 정책의 연계

로 연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연구자도 모집한다고 해

성, 인간관계, 조직생활 등등 이 모든 것을 통일연구원이

서 연구원이 국제문제도 같이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고마운 존재이지요.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

지금도 통일연구원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는 가족이자 스

으면 저 같이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지원자는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낙방이겠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부

지원할 때, 홈페이지 보면서 통일연구원을 이해하기 위

다.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학문적 연구 역량이 우수한 보
고서들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효

적 한번 제대로 받아 보겠다고 으쌰으쌰 하면서 처음으

율성과 네트워크만을 강조하는 국가 전체의 분위기 때문

로 체계를 잡아가던 시절이라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인지는 몰라도 당연히 늘 1등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

같습니다. 이전에는 기관 평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는데, 가끔은 1등을 못해서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낮아서 구성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도 많은 고충이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끈끈한(?) 우정을 쌓게 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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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아무래도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무인력도 많아지고, 저랑 비슷했던 신참들이 이제는 꽤

박사님들만 계셔서 좀 외롭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고참이 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조직이 커지고, 일도 많아

가 어린 나이라서...불만도 많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

지다 보니 나름 소소한 갈등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

는 지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편히 터놓고 이

간이 지나면 세대 차이도 생기고,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

야기할 동료들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옆에서 자상하

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겠지요. 그래도 통일연구원은 늘

게 제 상황을 이해주시던 동료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속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나믹하다

에서 나이나 환경 같은 차이 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

는 것은 살아 숨 쉰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호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우쳤습니다. 지금도

전 통일연구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제 삶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

자부합니다. 실력 있고 전문적인 연구 인력이 너무나 많

자’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불만도 생기도, 친했던 관계가

고,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너무나 우수한 성과가 많으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대화를 많이 해야 하

니까요. 현재 근무하는 연구인력 외에도 연구원을 거쳐

고.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 분들까지 헤아려 보면, 업계를 주름잡는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죠. 이렇게 우수한 분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

05 KINU를 떠난 이후 재직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그 때 그 기억을

통인연구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적인 학문적

떠올리면 힘들었지만 재미있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공동작업, 프로젝트 매니징,

미래를 그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답게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 정진하시길!!! 파이팅입니다.

07 기타 통일 및 북한학계에 기여해야할 부분이나 학

문적으로 주목할 연구방향 등을 제시해주세요.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통일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입니

연구부장 재직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기관평가 성

있었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평가 준비 작업에 적극 협조

제가 근무할 때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

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대단한 조직이
04 현재 KINU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억이 있으신가요?

주세요.

에서의 경험과 그 속에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

현재를 말하다

해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02 재직 시절 재미난 일화(에피소드)/기억에 남는 추

08 미래의 KINU를 위해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통일연구원은 어떠한 국책연구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
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연구 역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욱 중요하고요. 통일도 대비해야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더욱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정부 정책
변화와 시류에 따라 정책 프로젝트를 수행해야만 하는
구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통일인식조사, 북한정
보에 대한 종합 데이터 및 아카이브 구축, 통일이후 통합

좌: 러시아 한반도 전문가
방원워크숍(2016)
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인터뷰 시 동료들과 사진 촬영
(출처: 통일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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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02

만구백오십일, KINU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날을 합한 수입니다. 그 오랜 시간동안

10950,
KINU와 함께한 나날

꾸준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만구백오십일을 KINU와 오롯이 함께한 소중한 기억을 이곳
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interviewee
고향숙, 박청문, 이환선
interviewer
안정은, 김한아

(왼쪽부터) 고향숙, 이환선, 박청문

좀 더 용기를 가져라.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이환선
혼자라면 힘들었겠지만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버텼어요. 고향숙
역사의 격동기 한순간마다
통일연구원에 있었네요. 박청문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나에게 KINU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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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원 30주년이 된 통일연구원의 날들을 계산해보

데 30년 동안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시며 자신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 10,950일이더라고요. 기억을 약 10,000일 전으

지킨 원동력이 무엇이셨나요? 하루하루가 지나 쌓

고향숙

로 돌려 통일연구원의 시작이자, 세 분의 첫 시작에

이다보니 지금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직장생활이라

나냐?’ 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죠.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일연구원과의 첫 만

는 것이 매일 힘들기도 하고 버티는 것을 포기하기

남은 어떠셨나요?

도 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Q

그때 친구들에게 통일연구원에 있으니 ‘전쟁

그러면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
소드가 있으셨을까요? 연구원에서 남북관계가 좋

고향숙 장충동 자유총연맹 시절이 생각나네요. 색조가

이환선 사실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았을 때에는 금강산 워크숍도 가고 북중 접경지역

없는 시멘트 건물과 잔디밭에 있던 비행기, 탱크까지. 눈

렇게 지내면서 30년이 훌쩍 지났네요.

에도 갔다고 들었는데요.

이 많이 온 겨울날 통일연구원을 처음 만났어요. 정장에

고향숙 견딜 수 있는 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타킹을 신고 구두까지 신었는데 눈에 발이 흠뻑 젖었

1997년 IMF로 구조조정 때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이 되

박청문 금강산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배를 타고

어요. 길도 잘못 들어서 약수동까지 가버렸지 뭐예요? 아

면서 월급이 줄었지만 일단 버텼어요. 그 이후로 직장을

방문했었어요.

직 사무실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책상도 별로 없었

다닐 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도 했고요.

고향숙 배와 차로 총 2번을 갔어요. 태어나서 배를 처음

고, 그 당시 통일원(現 통일부) 직원들도 파견 나와 있고,

결혼 전에는 소녀가장처럼, 결혼 후에는 진짜 가장이 되

타봤었는데, 북한 땅을 처음 밟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자료실에도 복사기가 하나였

어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보니 이런 날이

고, 프린터, 컴퓨터, 모두 1대뿐이었죠. 전동타자기를 구

왔네요.

매했는데 사용법을 모두 몰라서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박청문 젊었을 때에는 내가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

그때 자격증이 있어서 제1호 사용자가 되기도 했어요.

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고향숙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루하루 우여곡절이 많았죠.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버스를 타고 갔을 때에

그 와중에 자료를 열심히 인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

다닐 때에도 ‘내가 여길 3년씩이나 다녔네?’ 하면서 새로

하하.(웃음) 지금도 알겠지만, 하루하루마다 무언가 일이

는 북한 경비원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데, 그게 박청문 팀장님이에요. 저는 지방 출신이었는데

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지 고민도 했고요. 그렇게 6년이

터지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때는 더한 일도 많았죠.

이환선 가족도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요, 세련된 서울 여성이 있어서 참 친해지고 싶었어요.

지났을 때에는 ‘내가 초등학교 이후에 6년 이상 같은 대
문을 들락날락한 적 없는데…. 6년이나 다니다니!’ 하고

Q

4부

Q

그렇다면 연구원이 일상의 삶처럼 평온하게, 어쩌

산이랑 바위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 문구가 적힌 빨

면 잔잔하게 흘러간 것일까요?

간 글씨도 봤었고, 사진 찍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북한
경비원들이 중간중간 서 있으면서 사진을 함부로 찍지

갔었어요.
Q

그럼 말을 바꾸어서 일상 속에서 격동의 시간들이

사실 30년이라는 세월은 양손으로 꼽아도 모자를

놀랐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10년정도 지나고 나니 특별

모여서 30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정도로 긴 시간인데요. 더욱이, 이제는 ‘평생직장’이

한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여기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

그 시간 중에서 파도처럼 크게 밀려와 나에게 많은

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화했는

루를 다니다보니 이렇게 쌓여서 30년이 되었죠.

변화를 준 것이 있을까요? 통일연구원에서의 태도,
삶의 방향성 등을 바꿔버린 변화요.

때마다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가장 크게 남은 기억은 북
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에요. 남북회담이 얼마 남
지 않았던 시점, 그때는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었어요. 근

금강산 전직원 워크숍, 2006년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박청문 통일연구원에 다니면서 남북관계에 고비가 있을

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들었죠. 그때 근무
하시던 조민 박사님이 너무 침통한 표정으로 남북회담
같이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버렸으니,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시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도 죽는구나…’ 하는 얼
떨떨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삼아
170

소식을 들으니, ‘아, 내가 역사의 격동기의 한 순간에 서

171

Q

아이도 데리고 가셨다고 하니, 그 당시는 지금처럼

Q

선배님들이 일-가정 양립에 대해 고민하시고 어려

Q

그러면 세대갈등으로 단정 짓는 것뿐이지 실은 각

육아복지제도가 많이 있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그

움을 많이 표현하시면서 바로잡으려 노력했기 때문

각의 업무 방식과 이해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고, 상

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연구원에서도 ‘여

대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해서 발

성 Life에 따른 복지 사이클’이라는 복지제도를 제

생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Q

첫 출근을 하던 시점으로 시간을 돌려서, 지금의 내
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환선 저는…. ‘좀 더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고 싶네요.

이환선 그때 가장 많이 고민을 했어요. 회사를 계속 다녀

공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나이 또래의 싱글 여성

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기로에 서 있었죠. 아이를

들은 우리는 ‘삼(3)성’이다,라고 농담 삼아 말해요.

박청문 그 말도 동의하지만, 사실 30년동안 근무하면서

생각해보면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어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올 때 아이가

여성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성이라고요. 사실 이

상황이 나빠진 것에 대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마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

골목에서부터 울더라고요.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집단

런 문제들과 함께 제도라는 것이 쉽게 생기고, 이뤄

음의 부담이 있어요. 불만을 앞에서 이야기하기엔 민망하

에 안드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땠

생활을 하니 많이 아프기도 해서 마음이 아팠죠. 그때 회

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과 함

기도 하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왜 이 조직의 잘못

을까? 라고 생각해요. 다 후회스럽지는 않다해도 약간의

사를 그만둘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박청문 팀장

께 사실 최근 대한상공회의서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된 모습을 보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

아쉬움은 남죠.

님이 아이를 먼저 키웠으니까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

따르면 직장인 63.9%가 세대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우리 나름대로 IMF 당시 구조조정을 당했

고향숙 저는 당시 취직을 위해 지방에서 시골로 왔어요.

면서 격려해주었죠.

합니다. 세대 차이는 조직 내 갈등과 대결의 원인이

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치유하고자 최선을 다해

그래서 ‘잘 버텨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때까지

박청문 우리가 다 비슷한 나이대라 어려운 시기 속에서

될 수도 있지만, 극복하면 조직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근무를 했어요. 다만 결과가 좋지 않으니 30년 동안 재직

만 해도 서울에서 사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낯을

도 서로 고민을 잘 들어주고 격려를 해준 게 회사를 오래

요소인데요. 세 분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

을 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마

가리기도 했고. 첫 출근 할 때 시련은 있었지만 버틸 만큼

다닐 수 있도록 한 힘이 된 것 같아요.

각하시나요?

음에 부채감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의 마

버텨보자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연

음을 헤아려주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각자의 어려운 점

구원을 더 탄탄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후배들에게

고향숙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이 두 달 정도 되었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는데, 선배들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박청문 예전에는 박사님들과 행정원들이 함께 입사하다

을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면 좋을텐데…. 사람문제, 조직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퇴직이 더 가까운 지금 젊은 세대

지나고 와서 지금 보니, 후배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니 또래가 많았고 가까이 있던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

문제, 다 맞물려 있는 것 같네요. 쉽게 우리 잘 지내보자,

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어서, 제 스스로가 깨어가는 기

있다면 아이를 낳게 되면 꼭 돈에 연연하지 않고 복지제

만 그만큼 퇴직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세대 교체가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요.

분이 들어 세대차이마저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하거든

도를 누리면서 아이와 가정을 위한 시간을 가지길 바라

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구성원들의 분포도 불균형

이환선 사실 IMF 때의 일이 가장 큰 변화이자 충격이

요. 우리도 나이는 들었지만 시대에 맞춰 변해가려 노력

요. 아이가 커가는 나날은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

해지면서 조직을 이끌고 갈 중심(허리)이 비어버려서 발

라… 그 상처가 커서, 그 동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고 있어요.

간이잖아요. 돈보다 자녀와 가정의 행복이 결과적으로는

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다

인생의 행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이환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는 것은 서로가 함

감춰졌네요. 그 이후에 나름 보상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께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대가 내가 살아온

마음에 진심으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팠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부채감을 느

4부

젊은 시절과 달라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고향숙 그럼에도 첫 출근길, 체육대회 등 생각해보면 재

끼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공유하면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미있던 추억들도 많죠. 장충동에 있을 때에는 수유리에

역사고, 하나의 기억이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모두

요. 기성세대가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

있는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운명이었을

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의 추억

아요? 그렇다고 지금의 세대가 다 좋고, 다 나쁜 것도 아

까요? 나중에는 수유리로 통일연구원이 이사를 갔으니

을 이야기해주신 선배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던

닌 것처럼요. 기성세대 중에서도 개인주의를 좋아하는

까요. 또… 우수 직원으로 뽑혀서 해외출장도 다녀왔죠.

이 시간이 매우 보람찼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사람이 많아요. 이 모든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다녀왔던 게 기억에 남네

는 말씀과 함께 인터뷰를 끝맺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대갈등을 극복해야

요. 거기서 다른 기관의 직원 분들과도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

했는데 열린 문화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게 ‘연구원에

하다보면 서로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 연구원 때문에 내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Q

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30년동안 즐겁고, 아

나에게 KINU란 ( )이다.

아픔은 있었지만, 소소한 행복이 주어져서 30년을 만들
지 않았을까요? 구조조정을 당했지만 노조를 만들어서
아픔을 함께 달랬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혼자라면
172

힘들었겠지만 같이 했기 때문에 버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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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03

30세에 이르는 것을 ‘이립(而立)’이라고 합니다.

KINU 그리고 나,
이립而立에 서서.

이는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몸도, 마음도 모두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 설 수 있음을 뜻
합니다. 이처럼 통일연구원도, 통일연구원의 구성원도 모두 이립을 맞이했습니다. KINU
와 함께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영은

김갑식

김석진

전문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KINU인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영은
통일연구원에 적합한 선순환 방식을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김갑식
온전히 북한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통일연구원은 제게 특별한 직장입니다. 김석진
박사님들과 그 때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김인숙

김인숙

나용우

남형우

전문연구원

부연구위원

선임전문원

연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용우
끊임없이 소통의 방식과 채널을 개발해야 합니다. 남형우
여성 박사님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협력하는 활동 양상이
참 좋은 모습으로 비추었습니다. 박영자

박영자

서은성

신종호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위원

작게나마 통일에 이바지하는 역군이 될 것을 늘 소망합니다. 서은성
4부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호
앞으로 연구원이 함께 멀리 같이 가는 동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연숙
아직도 통일연구원에 처음 면접 보러 왔던 날이 생생합니다.

안연숙

윤훈희

선임행정원

연구원

이금순

이다빈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시대의 변화를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윤훈희

통일연구원이 보다 다양한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금순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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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대한 근로 상의 배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째

년 6월 18일, 저는 스물일곱의 창창한 청년인턴으

자녀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2년 전만 해도 막 육아휴

저

로 KINU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보니 기

는 2014년 7월 통일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4전

과정에서 한국과 소통하며 새로운 호텔을 구하고, 풀었

5기의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과 제

던 짐을 다시 싸고 옮기다가 잠을 설쳤던 모양입니다. 그

직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복직하여 돌아

가 엮인 것은 그보다 10년 전쯤, 2000년대 초반이었을

들은 오히려 런던에 낙오된 저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

조실에서 6년여, 북한연구실에서 또 4년여의 세월을 보

와 보니 육아기 단축 근로를 비롯하여 각종 돌봄에 필요

겁니다.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특히 대형과제의 마무리

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아마도 항공사의 위로금으로 동

내며 잊지 못할 여러 추억과 경험을 쌓게 되었네요. 특히

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에 힘을 보탰던 것 같습니다. 요약과 표 그리고 그림

료들에게 간단한 다과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새옹지마라

잊지 못할 추억은 기조실에서 밤새워 일하던 때가 아닌

아무리 좋은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상호 배려의 조

담당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여러 연구과제의 공동연

할까요? 갓 입사하여 간 출장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

가 싶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기조실장님 이

직문화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요 그

구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절, 통일연구원

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퇴치되어 즐거운 추억들을 차곡차

하 박사님들과 팀장님, 팀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림의 떡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눈치

은 저에게 적지 않은 복지혜택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

곡 쌓아가는 통일연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정을 불태워 일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보지 않고 각종 ‘돌봄 제도’를 사용하며 근무할 수 있다

마웠습니다.

당시 우리 연구원은 기관평가 만년 꼴찌기관이라는

는 것은 무형의 큰 자산이고 비금전적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은 국가정책지원 성과를 내야 하는 국책

제가 통일연구원에 입사한 지도 7년이 되어가고 있

연구소입니다. 동시에 여러 직군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

습니다. 저의 통일연구원 7년 생활은 아픈 일도 있었지만

활공동체입니다. 그간 수유리에서 서초로 이사했고 곧

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전 구성원이 일심단결(一心

이러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신 KINU 구성원 모두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입

(?)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도 모릅니다. 벌써 다섯 분

團結) 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만큼 박사

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갔던 벨기에 출장 때였습니다. 인

의 원장님을 뵈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정세만큼

와 비 박사, 연구원과 행정원 등 직군의 구분과 차이 없이

직원 각자의 필요와 생애주기에 맞는 각종 유·무형의 근

천에서 출발하여 런던에서 환승해서 브뤼셀에 가는 일정

이나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통일

그야말로 동고동락(同苦同樂) 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

로복지 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되어 KINU인 모두가 행

이었지요. 당시 원장님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출장에 함

연구원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

습니다. 그때의 그 노력의 결과로 기관평가 꼴찌를 넘어

복한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KINU인

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런던공항의 브뤼셀 편이

다. 우리의 목표는 양자의 선순환일 겁니다. 그런데 선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지요.

이라는 공통의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버부킹 상태에서, 나머지 일행은 좌석을 배정받았지만

환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격동의 한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처럼 KINU라는 조

나아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밝고

저만 홀로 다음 날 비행 편을 강제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

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통일연구원에 적합한 선순환

직도 30년의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서른 살 청년, KINU

이었어요. 참으로 운도 없고 암담했습니다. 영어도 짧고

방식은 무엇일까,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다. 특히 제가 처음 입사했던 10여 년 전과 비교해서 피

를 응원합니다.

요. 그나마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식(5성급 호텔, 저녁 뷔

제 작은 소망은 통일연구원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것

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의 하나는 일·가정 양립에

페) 해결에 더해 뜻밖의 40만원 상당의 위로금이 마음을

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각종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반전은 제가 다음 날 아침 브뤼셀

과거 3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불과 5, 6년 전까지

에 도착한 이후였습니다. 전날 동료들은 예약한 그 호텔

만 해도 여성 직원들은 출산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안전에 취약(?)하여 숙소를 옮긴다는 결정에 따라, 자

복직해야 했고,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

정 이후 급작스럽게 다른 호텔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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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연구위원

사학위논문 심사를 갓 마치고 졸업을 앞둔 2009

불명예를 쓰고 있었고, 실추된 기관의 명예와 이미지 회
4부

강영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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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퇴직 전에 한번 더 KINU 전 직원 워
크숍으로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소망
해봅니다. KINU에서 겪었던 재미난, 기억하고 싶은 에피
소드를 생각해보니, 유독 해외출장과 워크숍에 대한 기
억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2010년 9월
유럽출장 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책에서나 보았던 핀란드 헬싱키 지역으로의
출장에 가슴이 설레던 반면, 부담감도 컸던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 도착 후 지역 안내인을 기다리
김석진

고 있던 중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잠시 박사님들께 양해

선임연구위원

를 구하고 짐을 맡긴 후 주변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통

일연구원은 제게 네 번째 직장입니다. 대기업 산

위해 네 가지의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에 더

하 민간 연구소와 정부 산하 국책연구원 두 곳을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길 바랍니다. 행사, 회의, 출

지나쳐 왔습니다. 학자로서 제 주전공은 북한경제이지

장 등을 줄이고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필

만, 이전 직장들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연구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연구가 정부 정책에

도 많이 진행했고, 한국경제 연구에도 종종 참여하게 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었습니다. 그때그때의 연구 수요에 부응하고자, 전공만

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시사점과 시의성이 큰

그.런.데.!!!! 자리에 있어야 했던 박사님들과 짐들이 사라
지고 없는 겁니다. 처음엔 장소를 잘못 찾은 줄 알고 터미
널 휴게소 규모의 라운드 형태로 된 카페를 한번 돌았습
니다. 그러나 세 바퀴를 돌고 난 후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
낌을 받고 밖으로 나왔지만, 박사님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김인숙
전문연구원

4부

을 고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직장

연구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 외부 연구

들과 달리 온전히 북한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점에

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제안합니다. 부분적으

서 통일연구원은 제게 특별한 직장입니다.

로 외부 연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연구의 주요 내
용은 내부 연구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

던 것도 제게는 참 중요했습니다. 이전 직장인 산업연구

막으로 여러 연구자가 참여하는 보고서의 경우, 어느 부

원에서는 산업·기업 분야에 연구 초점을 맞춰야 했지만,

분을 누가 집필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장별로 집필

통일연구원에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경제,

자를 명시하는 ‘연구 실명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을

남북협력, 통일정책 연구를 두루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

제안합니다. 연구 실명제는 책임성을 높여 연구의 질을

입니다.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보다는 제너럴리스트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generalist)에 가까운 제 취향에 맞추어 자유롭게 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은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통일연구원에 온 후로는 대북정책 주무 부처인
통일부, 외교부와 훨씬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부 정
책을 보는 시야도 크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를 다양한
연구경험을 가진 북한경제 및 대북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통일연구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통일연구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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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생산하는 덕목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얗게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신분증과
현금도 없이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있는 나의 상황을 인

2

000년 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 평가

지한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실적보고서 제출을 일주일 앞두고 기획조정실로

‘나를 잊고 가신건가? 돌아오시겠지? 아니면? 한국 대사

의 발령이 저와 KINU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담당연구

관으로 가야하나? 대사관은 어디에 있나? 누구에게 물어

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긴급 투입되어 밤샘 작업을 하

봐야 하나?’찰나의 순간 지나가는 생각들로 멍해져 있을

며, 실적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제출하는 업무로 시작된

때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KINU 생활이 어느덧 21년이 되었습니다. 첫 직장인으

“할렐루야!~~”고개를 돌리니, 픽업차량 앞에서 000

로서 사회에 발돋움하는 누구나 그렇듯이 젊음의 열정과

박사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이어 다른 분들의 모습이

충만한 애사심으로 시작된 KINU 생활은 다양한 경험과

차량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싸뉘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소통의

으헝~”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있을까요? 장난으로 한번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숨어봤다고, 그러다 제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고

특히 ‘KINU에 근무하길 잘했구나.’라고 느꼈던 것

나오셨다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함박웃음을 지으셨던

은 2000년대 초·중반 3~4차례의 전 직원 워크숍으로 금

박사님들과 그 때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산과 백두산,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분단

들도 해외출장으로 인한 고단함을 강렬하고 잊을 수 없

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북한 지역을 육로와 해로

는 추억으로 채워보심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통일연구원에 와서 북한 연구 범위를 넓힐 수 있었

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오고, 머릿속이 하

를 통해 밟을 수 있었던 경험은 제 인생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연구원 직원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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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있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구성원들의 상호배려와 존

트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

중입니다. 올해 30살을 맞이한 KINU는 세대 및 문화의

니다. 연구의 내용도, 수행해야 할 임무도 너무 낯설었지

빠른 변화 속에서 안팎으로부터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 KINU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성공적으로

K

INU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

인내심: 대화 중 지나친 간섭, 해결책으로의 선회, 지

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시 고민해 보면 역시

나친 감독, 인내심 부족으로 상대방의 배타적 태도를 유

‘소통’이라는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짧은 단어가 가지

발시키지는 않았는지? 성급함으로 인해 비언어적 행동

직면하고 있지만, 뜻을 세운 성인의 모습이라면 난관을

는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직의 목표 달

을 하지는 않았는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KINU 가족들간 상

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잘 이해해

KINU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소통’을 통한 ‘화합’임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년간의 프로젝

호 배려와 존중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야 하는데, ‘소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개인이나 부

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영진은 끊임없이 소

트 참여경험을 토대로 학교 및 다른 연구기관의 정규직에

서 간 불화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역시 ‘소통’ 부족인 경

통의 방식과 채널을 개발해야 합니다. 워크숍, 체육대회,

도전했으나, 저의 운명은 KINU로 향했던 것인지 2018년

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집단을 이루는 모든 조직에

등산 등 비업무적 스킨십을 통한 친밀감 향상이 ‘소통’

드디어 꿈에 그리던 KINU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합

서 ‘소통’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

향상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잘 놀고 친

격의 기쁨은 여전히 저의 뇌리에 깊게 남아있으며, 연구원

한 용어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야 소통을 하지. ^^. 회사에서는 일만 하고, 퇴근 후엔

조직은 개인의 기본적 사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
상시켜야 할 목적이 뚜렷합니다. 이런 훈련 방식에는 정

기획한 대만/중국 출장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갸오슝

보 제공, 글쓰기, 발표, 경청하기, 관리자로서의 용기, 협

과 샤먼의 전문가들로부터 양안교류의 경험을 들었는데,

상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유머,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자료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실질적

저는 이 중에서 ‘경청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유

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 초보였기도 하거니

머’, ‘인내심’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와 열정이 충만해 하루에 최소 4차례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해 봅니다.

인터뷰를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출장을 동행했던 이우태

경청하기: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

박사님은 무더운 날씨와 함께 한식이 아닌 현지식만 고

려고 하는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처음부

집하는 저로 인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출장이었다고 합니

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절감했던 출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KINU는 이제 “입지(立志)”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직원들과 소통합니까? ^^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연구원 입사 후 처음으로 연구책임자를 맡고 직접

다. 벅찬 일정이었지만, 진정으로 현지조사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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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우
선임전문원

INU와의 인연은 2016년 북한정세지수의 프로젝

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4부

나용우
부연구위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왜 그룹이 형성되었는지?
왜 그룹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으로서만 이해하는지?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으며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북한통일분야의 국내 최고의 국

유머: 회의나 대화 중 유머를 구사하려 하는지? 타인

책연구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을 세움’에

을 비웃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유머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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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학 중 북한을 연구한 이래 통일연구원은 내가
박사학위 취득 후 가고 싶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일이라는 미래의 국가건설을 설계하는 작업
은 매우 창의적인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형
제이자 이웃으로 묘사되는 북한의 현실과 변화를 연구하
며,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은 나와 대한민
국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입
니다. 셋째, 통일과 북한 연구는 범위가 넓고 다양한 주제
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분야에 관심이 있는 저에
서은성

겐 ‘학제 간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통일연구원이 매력

전문연구원

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 단 3명
의 여성 박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들 여성 박사님들이 서
로 신뢰하면서 협력하는 활동 양상을 보면서, 남성중심
성이 강한 정치학이나 북한학 분야에서 참 좋은 모습으
로 비추었고, 함께 연구하고 싶었던 게 입사나 그 이후 생
박영자
연구위원

활에서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미래의 국가건
설이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
적인 연구, 미시적인 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 아닌 거시적
이며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학제 간 융합연구들을 진
행하길 바랍니다. 이들 연구 분야에 강점이 있는 통일연
구원만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각 학문 분야를 넘어
선 원내 박사들의 협동 연구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4부

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것

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희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관

심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진로를 정할 때 남북관계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통일연
구원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운명처럼 느껴집니
다. 벌써 통일연구원에서 일한지는 16년이 되었네요. 그
동안 연구실에서 박사님들의 연구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직접 뵙고 그분들의 식견을 들으면서 제가

준공식이 진행되었던 화강암 돌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에 아리랑 태림석재합영회사가 주최
한 ‘개성 장풍 월고 광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개성
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땅을 밟는다는 것
만으로 너무 신기해서 전날 잠까지 설쳤습니다. 통일연

바위산에서 돌을 채굴하여 큼직하게 자른 후 큰 트럭으로 개성공단 외곽에
자리잡은 아리랑 태림석재합영회사로 운반하여 가공한다.

구원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남쪽의 CIQ에서 남북
군사분계선을 거쳐 북쪽의 CIQ에 도착하여 간단한 통관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과 원내로부터 공동연구를 발전시켜 서로 간의 신뢰 네

평

안남도 남포(현재는 남포특별시)가 고향이신 저

절차를 마치고, 북한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책과 사진, 방
송으로만 보던 화면을 제 눈을 통해 직접 보게 되어 너무
나 신기하고 흥분되었습니다. 개성과 서울 사이 거리는
불과 700여 ㎞정도이기 때문에 개성까지 1시간이 좀 넘

돌에는 모두 숫자가 새겨져 있다.

채굴한 돌을 자르고 있다.

10,000번째 돌이 채굴되는 날이

25번째로 채굴한 돌이라는 뜻이겠지?

빨리 왔으면 한다.

게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도 1시간 반 정도라고
하니 평양과 서울의 거리도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기가 쉽지 않은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광산 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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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은 화강암을 채취하고 있는 돌산에서 진행되었습니
개성에서 채굴한 돌을 다듬어 만든 작품들.
북한 예술가들의 솜씨에 감탄을 하였다.

다. 개성의 화강암은 그 질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태림석
재합영회사는 북한의 질 좋은 화강암을 가공해서 국내에
건설자재로 이용하기 위한 석재공장을 개성공단 바로 옆
에 지었다고 합니다.
준공식을 끝내고 간단히 개성관광을 했습니다. 고려
왕조 5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개성은 역사가 살아 숨 쉬
는 유서 깊은 도시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충신으로 손꼽

고려박물관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글

히는 정몽주의 일화로 유명한 선죽교와 아기를 낳게 해
주는 소원을 빌면 이뤄준다는 표충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림석재합영회사의 개성공단 현지 공장과 개성
신종호

공단관리지구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남

연구위원

과 북의 미래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벅
차했지만 2021년의 현재의 남북관계가 그때보다 나아
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남
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제가 통일연구원에 근무하면
서 작게나마 통일에 이바지하는 역군이 될 것을 늘 소망
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려박물관 가이드 선생님.
말씀을 어찌나 잘하시던지 설명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북한 땅에서 북한 사람과 말하는 것이 난 너무 떨렸는데,
선생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이것저것을 질문하셨고,
고려박물관의 유적들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다.

통일연구원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함께 일하면
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통일연구원에
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에 통일부에
1년간 파견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우리와 다른 조직인 통일부와 비교한다면
우리 통일연구원이 훨씬 분위기도 좋고 개개인의 업무

선죽교 앞에 세워져 있는 돌비석. 왼쪽의 ‘하마비’라는 글씨는 조선의 명필
한석봉이 쓴 것이라고 한다. 한석봉도 개성출신이라고 한다. ‘하마비’는
누구라도 이 다리를 지날 때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런 비문이
있는 것은 당시 그 집안의 세도가 대단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능력도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통일연구원
4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죽교의 앞모습

우리 버스에 타셨던 참사 선생님과 찍은 사진.
행사 때문에 아침에 평양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다.
“선생님, 내가 이 사진을 언제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다음에 만나면 달라”고 하셨다.
‘다음에...’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음에 꼭 뵙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선생님.

다리 위의 붉은 흔적은 정몽주가 살해
당할 때 흘린 피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때 흘린 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새콤달콤하게 무친 도라지 나물과 오징어 순대, 굴비, 새우, 자연산 송이 볶음,
환상적인 맛의 김치가 있었고, 이것들을 다 먹은 후에도 맛있는 것들이
계속 나왔다. 정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었다.

정책적 영향력을 길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기는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

현재의 보금자리에 자리를 잡은 이후 더욱 다양하고 활

니다. 전 직장(국회입법조사처, 경기연구원)에서 중국과

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고, 대외적

남북관계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 전

으로도 이전보다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

공자들과의 공동연구도 많이 수행했지만, 아무래도 제

다. 또한 연구원 내 급격한 세대교체로 인해 KINU 장기

전공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던 것 같

발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후배 구성원들의 노력으

습니다. 특히 당시 KINU 소속 선배연구자들과 다양한

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연구 활

다만, 최근 몇 년 간 외교안보통일분야에서 다양한 성

동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격의 연구기관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KINU 역

KINU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 우리가 보유한 자원(resources)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제가 입사한 2014년 하반기는 KINU가 제2의 도약

새롭게 도약하는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KINU는 장충동을 거쳐 수유

를 위해서는 KINU 구성원 모두가 국책연구기관 소속이

리에 오랫동안 정착해 왔으나 반포동으로 기관이전을 준

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

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수유리 시대를 경험한 마지

는 분야를 발굴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막 세대로서 ‘기관이전 TF’에 소속되어 미력하나마 연구

다고 봅니다. 연구원 차원에서도 구성원의 전문성을 키워

원의 새로운 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KINU에서 연구부서장과 기조실장을 각각 두

KINU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번씩 경험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연

미리 읽어내고 이를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원 구성원의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만, KINU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G 등 정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연구부서와 지원

기술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부서를 넘나들며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자의

변화, 그리고 가상화폐의 등장과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KINU 연구환경

도와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1991년 설립 이후 그동안 KINU는 통일·북한연구

대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원 차원에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나름대로 풍부한 연구 성과와

서 선제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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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런 장점을 잘 살린다면 통일연구원이 더욱더 발전

K

INU에 입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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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년 5월에 입사 이후 밥 먹듯 야근을 하고 힘든 몸
이지만 동료들과 호프집에 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제대로 된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기에 모든 일을 직원들이 직접 수동으로 처리해야
했기에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
었기에 동료직원 이외 직원들은 모두가 상사였던 분위기
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말하지 않아도 힘든 마
음을 알아주면서 위로해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훈희

30년이 지난 현재 KINU 속의 저는 비합리적 제도

연구원

에서 벗어나 모든 직원들이 동등하게 합리적 제도 안에
서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30년 전 제
가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주었던 그들처럼 제가 다른 사
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노력하
면서 사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연구원 수유동 시절인 2008년 겨울 불우이웃돕기
안연숙
선임행정원

를 위한 행사로 연구원 근처 카페를 대여하여 일일주점
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원
들이 모든 재료를 구입·손질하여 파전과 막걸리 등을 팔
아 남은 이익금으로 불우이웃성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가장 소중한 기
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함께했던 우리 직원들 모두 스스
로 참여한 그 순수한 마음과 고생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

4부

입니다.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길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직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는 엄청 큰
혜택이라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직이 결코
크게 발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단 우
리를 먼저 생각해야만 모두가 더 빠르게 큰 조직으로 발
전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서로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
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함께 멀리 같이 가는 동지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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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며 올라오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할아버지도 계셨습

2월의 그 날이 생생합니다. 인천에서부터 버스,

니다. 난생처음 겪는 민원에 마음이 힘들기도 했지만 세

지하철,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겨우 도착했던 북한산 아

상엔 별별 사람이 다 있다며 웃음 짓기도 했지요. 이제는

래의 차가웠던 공기.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 학교 동기언

추억으로 까마득하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고 새로운

니와 먹었던 들깨 칼국수까지. 그렇게 시작되었던 연구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원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으

가끔 후생관에서 바라보던 여름의 풍경이나 시냇물

로 들어와 1호 육아휴직 대체 연구원이 되고, 몇 번의 직

이 흐르던 길과 연구원의 잔디밭이 생각납니다. 20대의

위가 바뀌며 정규직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도, 수유에서의 연구원도 그리워서이겠지요. 언젠가

감사한 기억이 참 많습니다. 갓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

2021년의 통일연구원과 제 모습을 그리워 할 날이 또 올

는 제게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들과 선배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도
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연구원과의 인연을 계속하지 못
했겠지요.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30년의 조직생활을 돌이켜보니 혼자 먼저 갔을 때

아

직도 통일연구원에 처음 면접 보러 왔던 2012년

2019년 5월, 연구원에서의 인연으로 통일부 장관실
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년 2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
간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경험입니다. 낯
선 곳에서 낯선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침의
광화문을 걸으며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
하며 출근하곤 했습니다. 연구원과 가장 가까운 조직 중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

하나인 통일부이지만 직원으로 일할 때에는 또 다른 느
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중앙부
처라 기대보다 복잡한 사항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
습니다. 연구원과 가장 달랐던 경험 중 한 가지는 민원이
었습니다. 장관실로 전화해서 온갖 불평을 털어놓는 분
도, 경기도 어디쯤부터 자전거를 타고 장관님을 만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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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는 통일연구원에 입사하기 전 인권 분야에 관심
이 많았는데요. 연구원의 북한인권센터에서 근무

하며 탈북민 면접을 통해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마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관심 분야가 업무와 연계되
었던 부분도 보람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수집하는
그분들의 역사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든 부분
도 있었지만 참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 동료 분들이 KINU인
으로서의 성취감과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
이금순

랍니다.

선임연구위원

KINU에서 근무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2015
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첫 직장으로 통일연구원(당

학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시 민족통일연구원)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신설

입니다. 북한인권 논의가 ‘정치화’로 인한 한계를 넘어설

된 통일문화팀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연구원 내 통일

수 있도록 통일연구원이 보다 다양한 논의를 주도하는

문화관련 조직과 사업이 없어졌지만 제가 지금 다시 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원이 매년 ‘샤이오

롭게 관심을 갖는 분야인 것이 신기합니다. 1996년부터

포럼’과 ‘유럽인권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건설

『북한인권백서』 발간 작업에 참여해 오면서, UN 등 국제

적인 논의를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 단체들

사회가 갖는 백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무겁게 느껴집

과 인권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논

니다. 백서를 작성하기 위한 탈북민 면접조사차 보호 센

의하던 네트워크 사업도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다빈
연구원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으며 먼발치에서 바라보았던
북한의 마을 풍경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을 고민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방문했던 접경지역이었기에 그 의미가 컸습니다. 또 다

이 수유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했던 2013년도입니다. 한

하고 싶습니다.

겨울 폭설이라도 내리면 도로가 통제되고 퇴근길에도 비

연구원과 통일부 간 ‘인사 교류’ 차원에서 제가 통일

고 이삿짐을 쌌던 기억이 납니다.

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인사 교류 기

통일연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제가 있었고 그

2015.6.26.
통일교육원 원장 취임식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함

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소 아쉽기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상이 걸렸던 그 추억들을 기억하며 아쉬움과 설렘을 안

교육원과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개

을 느낍니다. 10년 후 마주하게 될 KINU의 터전이 어디

는 합니다. 연구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은

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의 전문가들과 매년 논의

게 된 건 남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중국 전문가들의

에 남습니다. 저와 KINU가 처음 만났던 곳은 통일연구원

행해준 연구원 식구들에게도 새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

‘유럽인권포럼’을 계기로 유럽 내에서 북한인권에 관심

로서 중국의 훈춘, 방천, 도문과 같은 북중 접경지역을 가

유동에서 서초동으로 청사 이전 했던 2015년도가 기억

든 경험을 나누어준 탈북민 교육생들과 조사를 같이 진

간 동안 연구원과 통일부가 보다 제도적인 다양한 협력

싱크탱크들을 방문할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KINU인으

른 많은 에피소드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유독 수

터와 하나원을 다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니 힘

4부

년도에 갔었던 중국 출장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수한

2018.9.10. 유럽인권포럼

가 될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
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럼에도 30주년을 맞이한 통일연구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북한인권백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통일연
188

구원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이 실질적인 북한인권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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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04

30주년을 맞이한 2021년 KINU의 가족으로 첫 시작을 맞이한 30둥이들.

우리의 첫 시작,
잘 부탁해 KINU

열정적인 자세로 KINU의 문을 두드린 그들의 포부와 목표를 통해 KINU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01
02
03
04

KINU인이 된 소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가치
KINU인으로서의 앞으로 목표와 포부
KINU에게 바라는 점

(왼쪽부터) 박은주, 최규빈, 신상민, 김연주, 윤신화

선배 박사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양분 삼아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박은주

앞으로의 배움과 연구를 통해 지식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규빈

한반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통일연구원의 일원이 됨을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신화

나만의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 조직에서 없으면 안 되는
4부

사람이 되는 것이 작은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신상민

큰 의미가 있는 해인데,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입사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0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제 인생에 있어서 올해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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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인이 된 소감

근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동반자가 미래가 배우자도 될 수 있겠지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가치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는 늘 기대와 두려움이 앞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연

박은주

구원의 모든 분들 덕에 두려움보다는 더 큰 기대감으로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신의를 지키

에 대한 관심’, ‘꼼꼼함’, ‘공정성’을 중요한 세 가지의 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는 것’.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

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사 인터뷰라는 뜻깊은 시간을 마
박은주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

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뷰를 통해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이것만은 잃지

아무래도 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

우선, 인사팀의 가장 큰 역할은 조직 구성원이 최고

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균형을 잃지 않는 것’. 일-가정의 양립, 학문

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분이

적인 치우침 등을 경계하는 것 모두 균형입니다.

북한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석사과정에서 통일

셋째는 ‘유연함을 견지하는 것’. 유연함을 잃으면 자

나 사적인 관심보다는 각 직원이 현재 위치에서 어떤 업

연구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통일 분야는 늘 자

칫 오만하고,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무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더 나아지기 위

료가 부족한 것에 시달렸는데, 통일연구원이 그 짐을 많

그렇기에 신의와 균형감, 유연함을 인생의 귀한 가치로

해서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자 합

이 덜어줬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여기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의 인사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

박은주

서 ‘꼼꼼함’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실수

유일무이 북한·통일 전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대한민
국의 내일을 디자인 하는 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큼 중

되어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도 직원 개인의 보상이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김연주
경영지원실 인사팀 행정원

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한 중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김연주

으니, 항상 데이터를 다룰 때는 조심, 또 조심, 꼼꼼히 살

우선 입사를 축하해주시고, 환영해주신 모든 분

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직원의 성과를 관리

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

제 인생에 있어서 올해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각합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 계시는 분들과의 교류나,

큰 의미가 있는 해인데,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입

학문적 성과를 통해 배움을 얻고 도전을 받아왔기에 구

사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규빈

성원이 된 것이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연구원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원

앞으로의 배움과 연구를 통해 지식 공동체에 기여할 수

의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도 늘 노력하며 성장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인재를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니 ‘공정한 태도’로
최규빈

윤신화

30주년이 되는 해에 통일연구원에 입사하게 된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최규빈

사랑, 정의, 평화. 제게 이 세 가지 가치는 소중

하며 더 알고 싶은 것들입니다.
우선 ‘사랑으로 구원 받는다.’는 표현을 좋아하고, 학
문을 통해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

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는 것을 삶과 앎을 통해 깨닫고 싶습니다.

지만 ‘통일’하면 남과 북이 하나로 그려진 한반도 지도

신상민
기획조정실 예산기획팀 행정원

KINU인이 된다는 것은 낯설지만 새로운 시작

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사회의 첫 발도 지방
공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뿐만 아니라 연구원
의 근무환경, 업무방식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

윤신화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원

윤신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

치는 ‘존중’과 ‘배려’,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

외에 다른 구체적인 이미지는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통일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며 한반도의 미래

‘친구(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가치는 ‘건강’, ‘재산’,

어나는 순간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다양한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삶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인생을 살

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한반도 미

평소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

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통일연구원의 일원이 됨을 다시

는 데,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삶을

한 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 30년 역사에 참여

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기 때문에 ‘건강’은

좋은 경험과 추억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하신 모든 분들의 기여와 공로에 박수를 보냅니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

‘재산’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인생의 전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부해왔

신상민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줌)하며, 구별과 은총이 함께하는 ‘정의’를 배우고자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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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려하며, 포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에는 제가 이전에 접하지 못한 업무를 한다는 설렘과

마지막으로 ‘친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함께,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업무에도 다양한 시각과 접

인생의 동반자 아닐까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중요하게

193

다 명확한 목표와 큰 포부를 가진 KINU인이 되어있을

도록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도전적인

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길 바라며, 통일연구원이 사

수 있길 바랍니다.

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소
김연주

연구원에 몸담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사실

중한 일터이자 배움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또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노

신상민

임직원 개개인이 모두 정체 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주변국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겸손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싶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

한 자세로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일환으로 자

각합니다. 통일연구원이 한반도라는 분쟁과 분단의 땅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격증을 취득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

평화의 땅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

취감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사

업무를 하면서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많은 성취감을

회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평화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통일연구원에서 함께 고민하며 보다 나은 한반

좋겠습니다.

길 바랍니다. 통일 한반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
인사 분야는 외부에서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자

래이자 저를 포함한 남북한 구성원들의 미래가 되는 중

김연주

통일연구원에 들어온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았

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정책 관련 연구과제

동화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 관련 규제

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낯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배워

지원업무 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다.

도 강화되고 있고, 채용절차법,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문제, 52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

가며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통일연구원이 HR 시스

선배 박사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양분 삼아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많은 제약에도 불구

윤신화

저는 평소에 게으른 성격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는

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

박은주

있도록 연구원 조직 모두가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력하자’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나 제 자신이 여러 부분

윤신화

KINU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

따라, 오랜 시간 대두되었던 직급, 세대 내 갈등을 허물고
화합과 협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KINU인으로서의 뚜렷한 목포, 포부를 말하기에 조금 어
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작은 소망이 있다면 개원 30주년을 맞이함에

KINU에게 바라는 점

하고 분단된 한반도에서 북한·통일을 연구하는 신진 연
4부

박은주

과 외부 연구자들, 정책 입안자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잊지 못할 2021년이 될 것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같은데, 지난 30년 간 통일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는 충

통일연구원이 30주년이 되는 해, 통일연구원의

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문제를 고민하며 그러한

미래 30년 또한 통일연구원이 대한민국의 북한·통

결과들이 우리의 안녕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일 연구의 산실로 역할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합니다.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통일연구원은

최규빈

나에게 KINU란 ( )이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구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싶습니다. 통일연구원이 국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큰 목표와 포부라고 말할

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중요하게 생

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수 있

각하는 인생관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제게 맡

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신상민

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만의 특별한 영역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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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직에서 없으면 안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작은 목표

최규빈

이자 바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근무하다 보면 보

해 우리의 진보에 기여하고 이 땅에 평화를 앞당길 수 있

통일연구원의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시간을 통
195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02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196

197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198

199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00

201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02

203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04

205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06

207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08

209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2021.4.8.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10

211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12

213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14

215

수유동 청사
장충동 청사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16

217

1990년대 초반
제3땅굴 방문

1996.4.9. 개원5주년 기념식

1997.4.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돕기
걷기대회

4부

개원6주년을 맞아 남산순환도로에서 ‘북한이탈주민
돕기 및 개원6주년 기념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
사에서 걷힌 성금은 전액 귀순자들의 모임인 ‘숭의동
지회’에 전달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정착을 지
원했다.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18

219

2005.11.29.

2006.6.29.

최의철 선임연구위원 기증도서 기념

김영춘 선임연구위원 정년퇴임식

2005.12.29.

2007.1.17.

송년회

제8대 박영규 원장 퇴임

2006.4.5.

2007.2.13.

수유동 열람실 리모델링 개관

연구위원 워크숍

4부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20

221

2007.3.9.

2007.7.18.

연구원 도약과 발전을 위한

체육한마당

KINU 한가족 워크숍

2007.3.12.
의식개혁 결의대회

2007.11.19.
전성훈 원장(선임연구위원)

SSCI 등재 표창

2007.3.15.
체육대회

4부

물물교환 알뜰장터의 날 행사

2007.5.30.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007.11.21.

춘계 혁신워크숍

222

223

2007.12.6.
하반기 KINU 혁신워크숍

2008.3.19.
HOPE_HOF DAY

2008.3.20.
체육의 날 및 HOPE_HOF DAY

2007.12.24.
연말불우이웃돕기
전직원이 참여한 물물교환 알뜰장터 운영에서 모금
된 1,172,000원으로 20kg 쌀 30포대를 구입하여
수유6동 및 4동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불우이웃들에
게 배포를 요청했다.

4부

간부진 임명식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24

2008.3.1.

225

2008.3.25.
노조창립 9주년 기념식

2008.4.14.
개원기념 롤링페이퍼와 기념모자

2008.4.16.
체육의 날 삼각산 주변 환경미화

4부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008.6.18.
체육대회

226

227

2008.11.12.

2009.9.18.

연구원 내 행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마음나누기 알뜰장터

2008.12.26.
김진학 3급 행정원 정년퇴임

2009.1.22.
인수동 주민센터 쌀 기부

2009.10.16.
추계워크숍

4부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009.4.10.
개원기념표창장 수여식

228

229

2010.3.29.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작품 현판식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30

231

2010.4.12.

2011.9.5.

연구위원 집중 워크숍

경영개선회의

2010.4.27.

2011.12.28.

연구지원직 워크숍

송년회

2011.4.5.
KINU 체육 한마당

2011.12.30.

4부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32

김영윤 선임연구위원 정년퇴임식

233

2013.2.6.
퉁일연구원 수유동 청사
후생관에서 바라본 전경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34

235

2012.2.3.

2014.6.30.

연구지원직 집중 워크숍

임순희 선임연구위원 정년퇴임식

2012.3.7.
대통령휘호제막식

2012.7.3.
합창대회

2014.8.19.
을지연습과 연계한 테러대비
화재 및 인명구조 훈련

4부

부연구위원 임명식

236

2015.4.7.
개원25주년 기념식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014.1.20.

237

서초구 소재 청사 이전

2015.4.8.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38

239

2015.9.9.

2015.12.30.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족구 시합

이교덕 선임연구위원 정년퇴임식

2015.12.23.

2015.12.30.

헌혈행사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정년퇴임식

2015.12.29.

2015.12.30.

연찬회

조민 선임연구위원 정년퇴임식

4부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40

241

2015.12.31.

2016.4.28.

종무식

폭력예방 통합교육

2016.1.4.

2016.5.27.

시무식

통일박람회 통일나침반 KINU

4부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42

2016.3.30.
KINU 연구위원 연찬회

243

2016.7.4.

2016.12.30.

허문영 선임연구위원 정년퇴임식

신임 부연구위원 및 연구원 임명식

2017.2.17.-2.18.
2017 KINU 역량강화 워크숍

2016.12.19.
연구위원 연찬회

2017.6.22.
조달청 입주기관 친선 소통의 날 행사

4부

2017.10.13.
평화로 2017

244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016.12.27.
제2청사 개소식

245

2017.12.28.

2020.1.4.

박종철 선임연구위원 정년퇴임식

온라인 시무식

2018.6.26.
제주포럼 홍보부스 활동

2020.12.29.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

2019.7.24.
접경지역 워크숍(철원)

4부

온라인 종무식

2019.7.26.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2020.12.31.

경영지원실 워크숍

246

247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48

249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50

251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52

253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54

255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모든 날, 모든 순간

256

257

03

KINU의 미래를 위한 응원
KINU 개원 30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 입니다.
응원의 문구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통일, 북한, 평화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부
KINU와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KINU의 미래를 위한 응원

258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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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도별 발간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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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일연구원 30년사

260

261

01

02

역대 원장 목록

현 직원 목록

1. 연구직
직위 및 직급

최종학력

연구분야 및 업무분야

고유환

원장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학, 남북관계 , 비교정치론

조정아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북한사회, 북한교육, 통일교육

선임연구위원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조한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대학교 사회학 박사

대북정책 , 통일정책 , 러시아 지역연구

2001.1.18.~2004.1.17.

김수암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인권, 대북 지원, 대북·통일정책

박영규

2004.1.18.~2007.1.17.

전병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중국정치, 동북아 국제관계 , 북중관계

9대

이봉조

2007.1.18.~2008.6.5.

이규창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남북법제 , 통일관계법, 인도협력

10 대

서재진

2008.8.8.~2011.8.7.

김진하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비교독재체제 , 관료정치, 북한 정치경제 , 동북아국제관계

11대

김태우

2011.8.8.~2012.10.22.

김석진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북한경제 , 남북경협

12대

김동성

2012.12.14.~2013.2.6.

한동호

미국 네브라스카대학교 정치학 박사

남북관계 , 북한인권, 북미관계

13대

전성훈

2013.8.12.~2014.3.6.

박영자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정치, 비교체제 , 정치변동, 균열과 통합

14대

최진욱

2014.3.28.~2017.3.27.

홍민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 정치·군사 ·외교 , 북한 도시 및 일상생활, 무기체계 및 안보

15대

손기웅

2017.3.28.~2018.1.10.

김갑식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정치, 남북관계 , 통일정책

16대

김연철

2018.4.12.~2019.3.8.

현승수

일본 도쿄대학 정치학 박사

러시아와 남북한 관계 ,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제정치, 분쟁 및 테러리즘

17대

임강택

2019.6.13.~2020.1.17.

도경옥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평화체제 , 경제제재 , 인권

신종호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미중관계 , 북중관계 , 한중관계

정성윤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핵 문제 , 북미 관계 , 북한외교안보전략, 동북아 안보

홍석훈

미국 조지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정치(대외, 군사), 동북아국제관계 , 남북관계 , 평화

김상기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정치학 박사

남북관계 , 북미관계 , 한반도 평화체제 , 미국외교정책

오경섭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정치, 북한 엘리트 , 대남정책

박주화

미국 브라운대학교 인지과학 박사

심리적 통합, 평화 ·통일교육, 화해

이기태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 정치학 박사

일본 안보정책 , 동아시아 국제관계 , 북일관계

홍제환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북한경제 , 남북경협, 개발협력

민태은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정치, 외교정책 , 통일여론

이상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정치학 박사

정치심리, 미국정치, 통일 및 북한 인식

이우태

미국 조지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남북교류협력, 외교정책 , 한미관계

정은이

일본 도호쿠대학 경제학 박사

북한경제 , 북중 경제

서보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평화, 인권, 외교

이무철

중앙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 정치경제 , 남북관계 , 통일정책

정은미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북한사회, 남북통합, 통일의식

최지영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북한경제

이름

기간

1대, 2대

이병용

1991.1.3.~1996.12.18.

3대 , 4대

정세현

1996.12.18.~1998.3.9.

5대

양영식

1998.4.16.~1999.5.25.

이금순

6대

곽태환

1999.7.6.~2000.12.16.

7대

서병철

8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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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

3. 행정직

성명

직위 및 직급

최종학력

연구분야 및 업무분야

성명

직위 및 직급

주요업무분야

성명

직위 및 직급

주요업무분야

나용우

부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남북교류협력, 에너지안보 , 동북아국제관계

박청문

선임전문원

지식정보팀 업무 총괄

최유정

선임행정원

예산기획팀 총괄

김주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군비통제 , 군비경쟁, 핵확산, 미국 안보·국방·군사전략

남형우

지식정보 관련 업무

양심훈

재무관리 업무

이재영

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

중국정치경제(북한 ·중국 발전모델 비교), 한중관계 , 북중관계

최종만

지식정보 관련 업무

신동선

연구관리 업무

이지순

단국대학교 문학 박사

북한 시문학, 북한 문학예술, 문화정치

이송철

이경수

총무 업무

장철운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핵·미사일 문제 , 북한군사, 남북관계

지식정보팀 업무 및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지부장

고향숙

재무관리팀 총괄

문준식

지식정보 관련 업무

이환선

연구실 행정지원

박은주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국제관계(평화), 남북교류협력, 체제전환

최은희
신호섭

전문원

연구실 행정지원
지식정보 관련 업무

영국 리즈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국제정치, 국제개발

숙명여자대학교 정치학 석사

통일정책연구 지원

안연숙

대외홍보 업무

이찬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학 석사

경영지원실 총괄

이순화

연구실 행정지원

권혜진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박사수료

평화연구 지원 및 통일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송은주

연구실 행정지원

손지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감사실 총괄

심선영

부속팀 총괄

이은정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수료

통일정책연구 지원

김연희

재무관리 업무

서은성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평화연구 지원

장혜정

총무 업무

강영은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수료

북한연구 지원

강민기

방호 업무

김아영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수료

대외홍보팀 총괄

정은정

연구실 행정지원

고려대학교 사회법 석사

인도협력연구 지원

김민영

인사팀 총괄

이다빈

서강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연구관리팀 총괄

고은향

총무 업무

노현우

독일 지겐대학교/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정치·사회·역사학 협동과정 석사

연구관리

장미경

예산기획 업무

노숙영

감사 업무

윤훈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인도협력연구 지원

정지은

연구관리 업무

김세라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석사

정보제공 서비스 및 출판관리

김현민

인하대학교 물류학 석사

연구관리

김혜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기관장 업무 지원

서양아

고려대학교 통일정책학 석사

북한연구 지원

임여원

중앙대학교 전문통번역학 석사

영문에디터

용혜민

서강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평화연구 지원

김소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수료

평화연구 지원

탁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정치학 석사

연구관리

안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수료

대외협력 및 홍보

권주현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북한연구 지원

윤신화

연세대학교 국제학 석사

통일정책연구 지원

독일 마브르그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의 정치와 경제 , 남북관계 , 동북아 국제정치

최규빈
김인숙

홍예선

박형중

전문연구원

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원민

행정원

총무팀 총괄

김형환

총무 업무

송민석

재무관리 업무

서성곤

총무 업무

김한아

예산기획 업무

선종찬

인사 업무

김효민

인사 업무

신상민

예산기획 업무

김연주

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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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김기홍

김수현

김진철

류태희

배상희

신희진

우병국

이광형

이은찬

전동진

정태인

최선순

현인애

강명자

김낙봉

김수형

김진학

문선주

배정호

심재유

우세나

이교관

이인배

전상인

정혁기

최세억

홍관희

강원식

김도태

김슬기

김창근

문소희

배종렬

안광덕

우평균

이교덕

이재헌

전세영

정혜진

최소연

홍규덕

강윤아

김동수

김승호

김창원

문영주

백승협

안권섭

원세영

이기동

이정미

전용길

정희윤

최수영

홍성재

강혜경

김동식

김시한

김철조

문흥호

백영옥

안수영

유기철

이기현

이정민

전재범

제성호

최승조

홍순직

계민정

김만수

김영윤

김춘배

박계언

백원경

안인해

유도일

이나미

이종선

전현준

제현정

최영한

홍승의

곽진오

김명정

김영춘

김태원

박동판

백인의

안지호

유승연

이달희

이주원

정고은

조건식

최우석

홍양호

권경록

김미강

김용상

김태일

박선미

서극성

안현

유승희

이동복

이진영

정구연

조 민

최원석

홍용표

권영복

김미주

김용우

김판준

박선욱

서동구

안현정

유주연

이삼성

이창훈

정규섭

조세영

최의철

홍우택

권진아

김민경

김용호

김하영

박성원

서복식

안희창

유호열

이 석

이 철

정성임

조용도

최정화

황병덕

길정우

김민아

김유연

김학성

박순성

서진선

양서진

윤덕희

이석준

이헌경

정성철

조정현

최종란

황수환

김면

김민애

김유철

김현진

박영득

서 호

양수미

윤병익

이성호

이현정

정세린

주보혜

최춘흠

황재영

김강일

김병로

김이교

김현집

박영호

성기영

양은주

윤설화

이 슬

이형일

정세진

주의범

추금옥

황주희

김경란

김봉진

김임중

김혜림

박은지

성수민

엄상윤

윤장진

이승주

이호명

정세현

지경화

한기범

황형미

김경진

김석우

김장호

김혜원

박일권

손명아

여문환

윤정미

이양숙

이효민

정세희

진동현

한성현

김경호

김선재

김재한

김화식

박재적

송기화

여인곤

윤진형

이영훈

임고은

정수민

차두현

한은혜

김광현

김성배

김정수

김희조

박종복

송영훈

염영철

윤청용

이옥남

임세미

정영태

차명원

한정민

김국신

김성진

김정원

김희진

박차오름

송윤호

오미자

윤혜령

이옥순

임순희

정원희

차재국

한주희

김귀옥

김성철

김종우

남궁영

박현성

송정호

오선화

이강우

이우영

임예준

정유진

차재훈

함춘성

김규두

김성희

김주찬

남근우

박혜진

신상진

오세균

이경민

이원재

임은지

정장훈

천동실

허문영

김규륜

김세미

김지현

노두리

박홍규

신 율

오승렬

이경석

이유진

임홍수

정재은

최경숙

허은경

김기연

김소현

김지환

노영지

방문성

신재영

오재완

이경철

이은미

장달중

정종섭

최광필

허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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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혁

김수경

김직수

라남균

배기찬

신헌섭

옥태환

이경화

이은정

장정혜

정진문

최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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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97- 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1995

硏究報告書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김국신

1997

연구보고서 97- 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1995

硏究報告書 95-19

북한 주요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해제

이교덕

1997

연구보고서 97- 04

중·북관계 전망 :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1995

硏究報告書 95-20

統一後 北韓 土地所有制度 改編方案 硏究

김영윤

1997

연구보고서 97- 05

북한 환경개선 지원방안: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1995

硏究報告書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硏究

안인해

1997

연구보고서 9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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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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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199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1999

연구보고서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1997

연구보고서 97- 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1998

연구보고서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1997

연구보고서 97- 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1999

연구총서 99 - 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1998

연구보고서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1999

연구총서 99 - 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1997

연구보고서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최진욱

1999

연구총서 99 - 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 ·일본 3국 비핵지대창설

전성훈

1997

연구보고서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1999

연구총서 99 - 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1997

연구보고서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1999

연구총서 99 - 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1998

연구보고서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 현황과 전망

김규륜

1999

연구총서 99 - 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1998

연구보고서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1999

연구총서 99 - 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윤

1998

연구보고서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1999

연구총서 99 - 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 ·통치스타일

김성철

1998

연구보고서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1999

연구총서 99 - 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전망

오승렬

1998

연구보고서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1999

연구총서 99 -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 경제부문 중심으로

최수영

1998

연구보고서 97-19

‘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1999

연구총서 99 -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1998

연구보고서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1999

연구총서 99 -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1998

연구보고서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1999

연구총서 99 -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1998

연구보고서 97-22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1999

연구총서 99 -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1998

연구보고서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1999

연구총서 99 -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1998

연구보고서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1999

연구총서 99 -16

전환기의 대북정책 :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1998

연구보고서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박종철

1999

연구총서 99 -17

4자회담의 추진전략 :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

1998

연구보고서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1999

연구총서 99 -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1998

연구보고서 98- 01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1999

연구총서 99 -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

1998

연구보고서 98- 02

남북 이산가족상봉 실현방안 :경제적 유인동기 부여를 통한 해결을 중심으로

서재진

1999

연구총서 99 -20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용표

1998

연구보고서 98- 04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1999

연구총서 99 -2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1998

연구보고서 98- 05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1999

연구총서 99 -22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최춘흠

1998

연구보고서 98- 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함의

이교덕

1999

연구총서 99 -23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최수영

1998

연구보고서 98- 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최진욱

2000

연구총서 99 -2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

1998

연구보고서 98- 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2000

연구총서 99 -25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

최의철

1998

연구보고서 98- 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방향

박종철

1999

연구총서 99 -26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1998

연구보고서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2000

연구총서 2000 - 01

미·일의 TMD 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전성훈

1998

연구보고서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2000

연구총서 2000 - 02

대북포용정책 추진전략: 발전을 통한 변화

황병덕

1998

연구보고서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2000

연구총서 2000 - 03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의철

1998

연구보고서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2000

연구총서 2000 - 04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의 비교

김병로

1998

연구보고서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
카터의 주한미군철수정책과 북한 핵문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옥태환

2000

연구총서 2000 - 05

페리프로세스와 한 ·미·일 협력방안

박종철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연구총서 2000 - 06

김학성

연구보고서 98-15

2000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998

조한범

연구보고서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2000

연구총서 2000 - 07

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신상진

1998

김규륜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 동·서독

연구총서 2000 - 08

이교덕

연구보고서 98-17

2000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방안

1998

황병덕

연구총서 2000 - 09

김성철

연구보고서 98-18

2000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 북한에 주는 함의

199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윤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00 -10

최진욱

연구보고서 98-19

2000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1998

최춘흠

연구총서 2000 -11

임강택

연구보고서 98-20

2000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998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연구총서 2000 -12

박영호

연구보고서 98-21

2000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1999

김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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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자명

2000

연구총서 2000 -13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손기웅

2000

연구총서 2000 -14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0

연구총서 2000 -15

2000

자료명

대표저자명

2001

연구총서 2001-18

남북한 에너지분야 교류·협력 발전방향

김규륜

박영규

2001

연구총서 2001-19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

이헌경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조민

2001

연구총서 2001-20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연구총서 2000 -16

남북한 학술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2001

연구총서 2001-21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여인곤

2000

연구총서 2000 -17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박형중

2001

연구총서 2001-22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김국신

2000

연구총서 2000 -18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김영윤

2001

연구총서 2001-23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 방안

최수영

2000

연구총서 2000 -19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

배정호

2001

연구총서 2001-24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박영호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연구총서 2001-25

허문영

연구총서 2000 -20

2001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

2000

여인곤

연구총서 2000 -21

2001

연구총서 2001-26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중국·베트남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

김성철

2000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김영춘

연구총서 2001-27

조한범

연구총서 2000 -22

2001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2000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국의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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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연구총서 2015- 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 당정군 관계 ,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연구총서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2015

KINU 연구총서 2015- 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2011

연구총서 2011-12-1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2015

KINU 연구총서 2015- 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 교육과정, 교과서

조정아

2011

연구총서 2011-12-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2015

KINU 연구총서 2015- 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2011

연구총서 2011-12-3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2015

KINU 연구총서 2015- 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2012

연구총서 2012- 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2016

KINU 연구총서 2015- 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주체의 동력

박영자

2012

연구총서 2012- 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2016

KINU 연구총서 2015- 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2012

연구총서 2012- 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2016

KINU 연구총서 2015- 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사례와 적용

이기현

2012

연구총서 2012- 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2016

KINU 연구총서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2012

연구총서 2012- 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2016

KINU 연구총서 2016 - 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2

연구총서 2012- 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2016

KINU 연구총서 2016 - 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통일연구원

2012

연구총서 2012- 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2016

KINU 연구총서 2016 - 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통일연구원

2012

연구총서 2012- 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2016

KINU 연구총서 2016 - 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통일연구원

2012

연구총서 2012- 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 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2016

KINU 연구총서 2016 - 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통일연구원

2012

연구총서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2016

KINU 연구총서 2016 - 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통일연구원

2012

연구총서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2016

KINU 연구총서 2016 - 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2

연구총서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2016

KINU 연구총서 2016 - 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2013

연구총서 2013- 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통일연구원

2013

연구총서 2013- 02

한국의 FTA 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2013

연구총서 2013- 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영호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통일연구원

2013

연구총서 2013- 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손기웅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통일연구원

2013

연구총서 2013- 05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2013

연구총서 2013- 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5

Kyung- ok Do

2013

연구총서 2013- 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013

연구총서 2013- 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6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통일연구원

2013

연구총서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

통일연구원

2013

연구총서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2014

연구총서 2014 - 01

북·중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2016

KINU 연구총서 2016 -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4

연구총서 2014 - 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2017

KINU 연구총서 2016 -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4

연구총서 2014 - 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2017

KINU 연구총서 2016 -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통일연구원

2014

연구총서 2014 - 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2017

KINU 연구총서 2016 -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2014

연구총서 2014 - 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2017

KINU 연구총서 2016 -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2017

KINU 연구총서 2016 -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4

연구총서 2014 - 06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2017

KINU 연구총서 2017- 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이규창

2014

연구총서 2014 - 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2017

KINU 연구총서 2017- 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통일연구원

2014

연구총서 2014 - 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2017

KINU 연구총서 2017- 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2014

연구총서 2014 - 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2017

KINU 연구총서 2017- 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15

연구총서 2014 -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2017

KINU 연구총서 2017- 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통일연구원

2015

연구총서 2014 -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2017

KINU 연구총서 2017- 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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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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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연구총서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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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대표저자명

2019

KINU 연구총서 2018-2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임강택

2019

KINU 연구총서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2019

KINU 연구총서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KINU 연구총서 2017-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1

이기태

2017

KINU 연구총서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2017

KINU 연구총서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옥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2019

KINU 연구총서 2019 - 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2019

KINU 연구총서 2019 -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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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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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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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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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2019

KINU 연구총서 2019 -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2019

KINU 연구총서 2019 -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2019

KINU 연구총서 2019 -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2019

KINU 연구총서 2019 -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규창
-

2017

KINU 연구총서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2017

KINU 연구총서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통일연구원

2017

KINU 연구총서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7

KINU 연구총서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2017

KINU 연구총서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7

KINU 연구총서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2017

KINU 연구총서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2018

KINU 연구총서 2017-21- 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전병곤

2018

KINU 연구총서 2017-21- 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2부

전병곤

2018

KINU 연구총서 2017-22- 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2018

KINU 연구총서 2017-22- 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체육·문화예술 및 인도협력을 중심으로

이규창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4

국경 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2019

KINU 연구총서 2019 -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2019

KINU 연구총서 2019 -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 ·경제·화해협력 구상

서보혁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2019

KINU 연구총서 2019 -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2018

KINU 연구총서 2018- 09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2019

KINU 연구총서 2019 -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2018

KINU 연구총서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임강택

2019

KINU 연구총서 2019 -22- 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2018

KINU 연구총서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2019

KINU 연구총서 2019 -22- 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2018

KINU 연구총서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2019

KINU 연구총서 2019 -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민

2018

KINU 연구총서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우태

2019

KINU 연구총서 2019 -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2018

KINU 연구총서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2020

KINU 연구총서 2019 -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2018

KINU 연구총서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2020

KINU 연구총서 2019 -27

한반도 평화 · 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협력

현승수

2018

KINU 연구총서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2020

KINU 연구총서 2019 -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2018

KINU 연구총서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2020

KINU 연구총서 2019 -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2018

KINU 연구총서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2018

KINU 연구총서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민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2018

KINU 연구총서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2018

KINU 연구총서 2018-21

북한에서 국가 -사회 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4

평화 -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2018

KINU 연구총서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 ·번영

현승수

2019

KINU 연구총서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연도별 발간물 목록

부록

282

자료명

KINU 연구총서 2017- 08

283

04 연도별 발간물 목록: 연구보고서-연구총서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04 연도별 발간물 목록: 연구보고서-정책연구시리즈

자료명

대표저자명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8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2020

KINU 연구총서 2020 - 09

2020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05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 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도경옥

2005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 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통일연구원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2005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 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 이론과 실제

홍용표

KINU 연구총서 2020 -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2005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 04

광복 60년과 한반도 : 한미관계 ,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2005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 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6자회담 공동성명」이후의 과제

조성렬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2

한반도 비핵 · 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2005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 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NA , Yongwoo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6 - 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6 - 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8

평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방안

이헌근

2020

KINU 연구총서 2020 -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200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선군’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20

KINU 연구총서 2020 -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민

200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 01

북핵 ‘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20

KINU 연구총서 2020 -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200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 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20

KINU 연구총서 2020 -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200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 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2020

KINU 연구총서 2020 -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200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 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20

KINU 연구총서 2020 -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200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 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2020

KINU 연구총서 2020 -25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200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 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20

KINU 연구총서 2020 -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 ·연설분석

오경섭

200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 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최진욱

2020

KINU 연구총서 2020 -27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2

홍민

200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 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전성훈

2008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8- 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8- 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2008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8- 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 연구

최은석

200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9 - 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200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9 - 02(Ⅰ)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

손기웅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200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9 - 02(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손기웅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9 - 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200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9 - 04

통일예측시계 구축

박영호

200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9 - 05

북핵일지 1955 -2009

조민

200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9 - 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0 - 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0 - 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2010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0 - 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2010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0 - 04(Ⅲ)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손기웅

2010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0 - 04(Ⅳ)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2011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1- 01

박종철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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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대표저자명

2011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1- 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2011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1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9 - 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상신

박종철

2020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20 - 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이규창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1- 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20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20 - 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2011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1- 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21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21- 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2011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1- 06

DMZ 총람: 개요 ,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2011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1- 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2012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2- 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2012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2- 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2012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2- 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2- 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2012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2- 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 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2012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 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2012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 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 04

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 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박형중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 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 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 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평가

김동수

2013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3-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김규륜

2014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4- 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2015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5- 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정책적 함의

박영자

201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6 - 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201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6 - 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2016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6 - 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201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6 - 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201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7- 01

지속가능한 통일, 대북정책: 환경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201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7- 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201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7- 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201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7- 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2017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7- 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2018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8- 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2018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8- 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2018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8- 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201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8- 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201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9 - 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201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9 - 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2019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9 - 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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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자료명

대표저자명

1996

북한인권백서

민족통일연구원

201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Do Kyung- ok

199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7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1997

북한인권백서

김병로

201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Do Kyung- ok

199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Kim, Philo

2018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1997

북한인권백서

최의철

201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Dong-ho Han

199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9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1999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Sookyung Kim

199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

Choi, Euichul

2020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1999

북한인권백서

제성호

202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Kyu- chang Lee

200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0

Jhe, Seongho

2000

북한인권백서

최의철

200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1

Suh, Jaejean

2001

북한인권백서

서재진

200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

Suh, Jaejean

2003

북한인권백서

서재진

200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Suh, Jae Jean

2004

북한인권백서

이금순

20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Lee, Keum Soon

2005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200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Lee, Keum-Soon

2006

북한인권백서

임순희

200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Soon-Hee, Lee

2007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200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Kim, Soo -am

2008

북한인권백서

이금순

200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Keum-soon, Lee

2009

북한인권백서

이금순

200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Keum-Soon, Lee

2010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2010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Young-ho, Park

2011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201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KIM, Kook-shin

2012

북한인권백서

김국신

201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Kim, Soo -Am

2013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201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Cho, Jung-hyun

2014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201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Kim, Soo -Am

2015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201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Kim, Soo -Am

2016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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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1991

年例情勢報告書 no.91

統一環境과 南北韓關係 :1991～1992

민족통일연구원

1992

年例情勢報告書 no.92

統一環境과 南北韓關係 :1992～1993

1993

年例情勢報告書 no.93

1994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1991

세미나시리즈 no.91- 01

전환기의 동북아질서와 남북한관계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1991

세미나시리즈 no.91- 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민족통일연구원

統一環境과 南北韓關係 :1993～1994

민족통일연구원

1991

세미나시리즈 no.91- 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민족통일연구원

年例情勢報告書 no.94 - 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민족통일연구원

1992

세미나시리즈 no.92- 01

南北和解·協力時代 , 우리의 座標와 課題

민족통일연구원

1994

年例情勢報告書 no.94 - 02

統一環境과 南北韓關係 :1994～1995

민족통일연구원

1992

세미나시리즈 no.92- 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以後 政策方向 展望

민족통일연구원

1995

年例情勢報告書 no.95- 01

統一環境과 南北韓關係 , 1995～1996

민족통일연구원

1992

세미나시리즈 no.92- 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민족통일연구원

1996

年例情勢報告書 no.96 - 0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 1996 -1997

민족통일연구원

1992

세미나시리즈 no.92- 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민족통일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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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학술회의 총서 2004 - 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통일연구원

2004

학술회의 총서 2004 - 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2004

학술회의 총서 2004 - 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원

2004

학술회의 총서 2004 - 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 ·중 협력

통일연구원

2005

학술회의 총서 2005 - 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05

학술회의 총서 2005 - 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번영 :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학술회의 총서 2005 - 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통일연구원

2005

학술회의 총서 2005 - 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통일연구원

2005

학술회의 총서 2005 - 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통일연구원

2006

학술회의 총서 2006 - 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통일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2006

학술회의 총서 2006 - 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통일연구원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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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Lee, Kyo Duk

2004

Studies Series 2004- 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Park , Hyeong Jung

2004

Studies Series 2004- 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Suh, Jae Jean

2004

Studies Series 2004- 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Lim, Kang-Taeg

2004

Studies Series 2004- 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Chon, Hyun Joon
of People’s Security

2005

Studies Series 2005- 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Lim, Kang-Taeg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Chon, Hyun-Joon

2009

Studies Series 2009 - 04

2010

Study Series 2010 - 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Jinwook , Chio

2010

Study Series 2010 - 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Young-Ho, Park

2011

Study Series 2011- 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Focusing
on the Three Communities Unification Initiative

Park , Jong Chul

2012

Study Series 2012- 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Kyo Duk , Lee

2012

Study Series 2012- 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Soo Am, Kim

2013

Study Series 2013- 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e

Lee, Kyo -Duk

Prospects for Change

2005

Studies Series 2005- 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

Studies Series 2005- 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Kim, Young-Yoon

2013

Study Series 2013- 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2005

Studies Series 2005- 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Suh, Jae Jean

2013

Study Series 2013- 03

Park , Jong Chul

2005

Studies Series 2005- 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Park , Hyeong-Jung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an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2013

Study Series 2013- 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Woong

2005

Studies Series 2005- 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Lee, Suk

2014

Study Series 2014- 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2006

Studies Series 2006 - 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 -Am

2014

Study Series 2014- 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2006

Studies Series 2006 - 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14

Study Series 2014- 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2006

Studies Series 2006 - 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14

Study Series 2014- 04

Geopolitics of the Russo -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2006

Studies Series 2006 - 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 -Young

2015

Study Series 2015- 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06

Studies Series 2006 - 05

The Border- crossing North Koreans :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Lee, Keumsoon

2015

Study Series 2015- 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06

Studies Series 2006 - 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15

Study Series 2015- 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Cho, Jeong-Ah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2007

Studies Series 2007- 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15

Study Series 2015- 04

2007

Studies Series 2007- 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07

Studies Series 2007- 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2016

Study Series 2016 - 01

Studies Series 2007- 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 Hyeong-Jung

2007

2016

Study Series 2016 - 02

Studies Series 2007- 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Kim

2007

2016

Study Series 2016 - 03

2007

Studies Series 2007- 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Cho, Han-Bum
Social, and Economic Areas

2016

Study Series 2016 - 04

2008

Studies Series 2008- 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of Korea

Kim, Soo -Am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From the Perceptive Point of Kim, Jin-Ha
View

2016

Study Series 2016 - 05

2008

Studies Series 2008- 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2008

Studies Series 2008- 03

PSI and the South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17

Study Series 2017- 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2008

Studies Series 2008- 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2017

Study Series 2017- 02

2008

Studies Series 2008- 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 -Duk

Study on Changing Trends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Rim, ye Joon
Korea

2008

Studies Series 2008- 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 -Jean

2017

Study Series 2017- 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Lorea’s Asymmetric
Threat: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2009

Studies Series 2009 - 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2017

Study Series 2017- 04

Studies Series 2009 - 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 -Am

2009

2018

Study Series 2018- 01

Studies Series 2009 - 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

2009

Kim, Soo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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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자명

2018

Study Series 2018- 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 Juhwa

2018

Study Series 2018- 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2018

Study Series 2018- 04

2018
2019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 01

농업분야 남북합의가 갖는 의미와 과제

김영윤

Hong, Jae Hwan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 02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조민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 03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와 향후 과제

김국신

Study Series 2018- 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 Young-Ja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 04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선택

전현준

Study Series 2019 - 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Jea Hwan Hong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 05

17차 남북장관급회담

박종철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P03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의 전망

조민

동북아경제와 북한경제의 발전 방향

최수영

2019

Study Series 2019 - 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Kyung- ok Do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P04

2019

Study Series 2019 - 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Juhwa Park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P05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정착

박영호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P06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 북한을 위한 모델 ?

박형중

2020

Study Series 2020 - 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Kyung- ok Do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P07

6자회담의 협상연합: 형성, 작동, 과제

박종철

2020

Study Series 2020 - 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Young-Ja Park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P08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 접근

박종철

2020

Study Series 2020 - 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Jeong-ah Cho

2005

온라인시리즈 CO 2005 -P09

핵문제 타결이후 남북한 통일과정

조민

2020

Study Series 2020 - 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Juhwa Park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1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방중 의미와 전망

전현준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2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렬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3

장성택 방중의 의미

서재진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의 내용과 의미

서재진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5

18차 장관급회담의 의의와 과제

조한범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6

북한은 왜 미국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쏘았는가?

서재진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7

다시 절대폭풍이 다가 오는가?

허문영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8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 09

추석에 발표된 북한 핵실험 계획

허문영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10

한 ·일 정상회담과 한계

곽진오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11

한 ·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과제

전병곤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12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대북정책

박형중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13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배경과 전망

전현준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14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대북정책 전망

김국신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15

APEC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김국신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16

제2단계 5차 6자회담 종결과 2007년

전현준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17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서재진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P01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의미와 과제

임강택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P02

2006년 주요사업계획

통일연구원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P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평화경제론

조민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P05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김수암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P06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개발계획

이석기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P07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 평화 NGO의 기능과 역할

조한범

2006

온라인시리즈 CO 2006 -P13

‘북한문제’ 해결의 세가지 시나리오

조민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 01

2007년 북한의 신년사 : 분석과 전망

허문영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 02

2·13합의와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한반도 위기에서 평화적 관리로

허문영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 03

2·13합의 이후 북한의 전략적 결단

서재진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 04

남북화해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임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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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자명

2007

한미 FTA 체결과 남북경협

김영윤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 06

남북 경추위 합의와 북한의 고민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 07

2007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6

2008년 5월 한·중 베이징 정상회담 평가

최춘흠

김영윤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7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상생과 공영을

박영호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평가

손기웅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8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대통령의 결단

김영윤

온라인시리즈 CO 2007- 08

제2 차 남북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김영윤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9

정부수립 60주년,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진욱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 09

제2 차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김수암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0

이명박-부시 제3차 정상회담 결과와 대북정책

박영호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0

제2 차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지원 문제

이금순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1

북 - 러 두만강 국경선 재설정 협의와 북방영토 문제

이규창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1

제2 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문제

임순희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2

북한의 남북선박 충돌사건 해결에 대한 단상 (斷想)

조민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2

제2 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의제

최수영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3

한 ·중 서울 정상회담 (8·25) 평가

최춘흠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3

제2 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4

북한 외무성대변인 성명의 의미

전성훈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4

제2 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김국신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5

북한 “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의 배경과 향후 전망

조민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5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이교덕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6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과 대책

이금순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6

1989년 파리 G-7 정상회의와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석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7

북한정권 수립 60주년: 과거, 현재 , 미래

전현준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7

제2 차 남북정상회담과 북·일관계

배정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8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향후 대한반도 정책

김국신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8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

여인곤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29

미국 대선과 공화 ·민주 양당의 동북아 정책

박형중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19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박영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0

김정일의 9.9절 불참과 향후 북한체제 전망

북한연구실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20

한반도 냉전의 종언을 향하여: 10·3 핵합의와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

서재진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1

김정일 정권 향방에 따른 중국의 선택

전병곤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21

동서독 정상회담의 교훈과 2007 남북정상선언 평가

여인곤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2

김정일 와병설 이후 대북정책 방향

박종철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22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노선

배정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3

북한 군부는 김정일 정권의 독(毒)인가 약 (藥)인가?

정영태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23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와 전망

전병곤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4

남북대화로 10.4 선언의 이행방안 마련해야

박종철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24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 전망

최진욱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5

아소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정책

배정호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25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6

한 ·러 정상합의와 남북협력

조한범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30

김양건 통전부장이 남한을 방문한 까닭

서재진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7

기로에 선 북핵 문제

최진욱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31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 남북경협 발전방향

김규륜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8

조선노동당 창건 63주년과 오늘의 북한

전현준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32

2008년도 북한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39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6자회담 전망

박영호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P02

북한의 생존전략과 남북정상회담

서재진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0

부시 대통령이 퇴임 전에 답해야 할 질문

전성훈

2007

온라인시리즈 CO 2007-P0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온라인)

조한범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1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 남북관계 풀 수 있는 好機다

조민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02

북핵 , 오케스트라 선율을 타는가

조민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2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협 배경과 향후 전망

임강택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0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 전망

서재진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3

금융위기의 국제정치적 파장과 한반도

박형중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04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 ·일 협력’ 국제학술회의 참가후기

배정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4

차기 미국 민주당 정부와 북한문제

박형중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05

평화협정체결 논의의 새로운 동향

이규창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5

‘남한판 일심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전현준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06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최진욱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6

세계경제침체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충격

박형중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07

재중 탈북자 보호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규창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7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전략 전망: 오바마의 미국, 희망의 메시지인가

조민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08

‘비핵·개방·3000 ’과 북한의 핵포기

홍우택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8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전략 전망

황병덕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09

북한의 의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최진욱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49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박형중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0

북한 핵문제 현황과 전망 : 북·미 ‘잠정합의’를 넘어

조민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50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전성훈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1

한 ·미정상의 해법: 비핵화, 북·미관계 , 남북관계의 병행

박종철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51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 정책과 한 ·미관계 전망

박영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2

이명박-부시의 한 ·미 정상회담 성과와 남북관계

박영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52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종철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3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 ·일 정상회담

배정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53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4

비핵화 2단계 완료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최진욱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54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 전망

김수암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15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중·일 정상회담

배정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5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 정책 전망

전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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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대표저자명

2008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제한과 개성공단

김영윤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57

북한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담화의 의미와 파장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58

2008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5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후 미·북관계 전망

최진욱

전성훈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6

북한의 로켓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

전현준

북한의 동시다발적 강경조치의 의도와 대책

박종철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7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축포 로켓’ ?

정영태

온라인시리즈 CO 2008- 59

금강산 관광 10년의 의미

김영윤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8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과 장거리 로켓 발사의 전략적 의도

배정호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0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의의와 영향

김수암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9

통행 관련 남북합의서 보완

전성훈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1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 ‘군사 및 핵외교’ 전략

정영태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0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과 북한의 반응

최진욱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2

대북 삐라 살포의 정치적 함의와 우리의 정책 방향

홍우택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1

북한의 로켓발사 전후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여인곤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4

‘12·1 개성 사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

박종철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2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최근 태도의 배경

임강택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5

‘12·1 개성 사태’의 법적 문제와 평화적 해결

이규창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3

북한의 좌절과 도전(2007.10～2009.5)

박형중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6

‘12·1 개성 사태’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강동완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4

제2 차 북핵실험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전성훈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7

‘12·1 개성 사태’와 남북경협의 방향

최수영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5

강경행위를 이어가는 북한의 노림수와 대응방향

홍우택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8

남북관계의 경색: 북한의 의도와 한국의 대응

박형중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6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전략구도

조민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 69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

전성훈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7

권력 승계의 딜레마와 권력 세습

박형중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70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국민협약’ 제언

조한범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8

공세와 역공세- 북한 공세 국면의 종결과 향후 전망

박형중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71

중국 개혁개방 30년과 북한

전병곤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39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선택

조민

2008

온라인시리즈 CO 2008-72

2006년 이래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과 장성택: 2009년의 북한을 바라보며

박형중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0

현대그룹 - 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 의미

통일정책연구센터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1

2009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대내외 정책 전망

북한연구실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1

최근 북한의 전술적 유화 공세와 정세 전망

박형중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2

계층별 북한 주민의 ‘생존방식’

조정아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2

북한 조문단 방한의 의미 및 향후 과제

임강택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3

Campbell과 Bader의 동아시아 및 북한 비핵화 정책론

박형중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3

남북 적십자회담의 의미: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방식과 향후 추진전략

김수암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4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온라인)

최진욱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4

대북 인도지원과 개념의 혼란

박형중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5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5

일본 민주당의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배정호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6

북한은 대남 긴장조성 협박 그만 두어야

조민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6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 평가: 북핵 폐기는 멀어지는가?

최춘흠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7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배경과 우리의 대응

정영태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7

경제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화폐개혁, 배경과 파급효과

임강택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8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및 북핵문제 전망

전성훈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48

화폐교환조치의 파장과 전망: 정치경제학적 분석

박형중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09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

최진욱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50

시진핑(習近平)의 방한과 한 ·중관계 평가: 전망 및 과제

전병곤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0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김국신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 51

북핵일지(1955~2009)

조민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1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세계평화와 협력: ‘오바마와 함께 춤을! ’

조민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01

2010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2

‘김정일 父子’의 연초 행보의 실체

전현준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03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

조한범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3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 전망

박종철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04

북한 해안포사격의 법적평가

이규창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4

북한의 ‘서해 군사도발 위협’ 선전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영태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05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황병덕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5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성훈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 차회의의 관전포인트

이교덕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6

북한의 대남도발 협박과 한반도 정세

조민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07

미·러 ‘新전략무기감축조약’ 타결의 의미와 전망

전성훈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7

핵장치와 핵무기는 같은 것이다

전성훈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08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분석과 평가

전성훈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8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강조한 노동신문 논평에 대한 법적 평가

이규창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09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분석과 평가

전성훈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19

왕자루이 방북을 계기로 본 북한과 중국의 당·정·군 관계

전병곤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10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배경

이교덕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0

남북관계 1년의 평가와 과제

박종철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11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전현준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1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성훈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12

김정일, 군과 당, 그리고 김정은: 시장확대와 시장억제 배후의 권력정치학

박형중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2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미·일동맹의 강화

배정호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13

북·중 정상회담 평가와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3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1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북 관계 전망

최춘흠

2009

온라인시리즈 CO 2009 -24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남북관계

김수암

연도별 발간물 목록

부록

300

자료명

온라인시리즈 CO 2008- 56

301

04 연도별 발간물 목록: 현안분석-온라인시리즈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대표저자명

20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 개최배경과 전망

전현준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17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18

2010

자료명

대표저자명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9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송환문제와 국제법

이규창

임강택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전망: 인사와 정책을 중심으로

전현준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이후 북한의 예상태도와 우리의 대응방안

최진욱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1

김정은 후계구도와 북한 인권: 인권 관련 법령 정비를 중심으로

이규창

온라인시리즈 CO 2010 -19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향후 예상태도

전성훈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2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 정치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0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배정호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3

금강산관광 독점권 조항 효력의 일방적 취소: 법적 평가와 북한의 의도

이규창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1

천안함 침몰 사태와 중국 외교

전병곤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김영윤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2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기존 의견의 검토와 의문점

박형중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5

6자회담 재개 전망 및 구조적 한계 분석

김진하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3

제8차 NPT 평가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6

김정일의 중국 방문의 두 가지 의도: 전술적 국면전환과 2012년 전략적 기반 조성

박형중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4

장성택의 과거 정책 행보와 향후 전망

박형중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7

김정일 위원장의 ‘비즈니스 투어’ 평가

조민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

전현준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8

김정일 방중과 ‘ 2005년형’ 생존전략의 위기

박형중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정영태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19

박형중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7

사면초가 북한의 선택

최진욱

북·중 경제관계 증대와 북한정권의 미래:
‘외래지대 의존 국가 (rentier state)’론적 분석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8

대북 심리전 재개에 관하여

정영태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0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여인곤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29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황병덕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8월 대장정: 동북아의 미풍인가, 격랑의 예고편인가?

조민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0

북한의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의미와 전망

전현준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2

경제적 자주노선과 김정일의 외교 다변화 정책

전현준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1

제3차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과제

박형중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3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의 셈 방식

홍우택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유연성’ 요구 평가

최진욱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5

2010.9.28 당대표자회의 재평가: 새로운 권력 연합 출범의 자축 기념식

박형중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6

2011년 하반기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북정책 방향

조한범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7

중국 공산당 17기 6중 전회에 관한 소고:
뜬금없는 문화개혁, 신(新)통치전략으로 유용할 것인가?

이기현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8

리비아 사태와 보호책임, 그리고 한반도

조정현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29

철도차량법 제정과 북한 주민의 인권

이규창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30

북한의 탈북 감시 및 처벌 강화와 우리의 대응

이규창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31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

이규창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32

김정은 후계체제와 중앙과 지방의 전면적 간부 교체

박형중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33

북한의 2012년 준비 동향과 정세 전망

박형중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34

김정일 사망 후 대북정책 방향: 미래 대비 차분한 포석 마련

박종철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35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정세 전망과 정책방향

최진욱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36

‘포스트-김정일’체제의 정권진화와 개발독재체제
- 수령독재체제에서 개발독재체제로 나아가야 -

조민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2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의미와 전망

최진욱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3

2010년 미·중 경쟁구도의 대두와 미·북 상호 강압의 특징:
2003～2006년 강압국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형중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4

북한의 6자회담 전략 변경과 향후 전망

박형중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5

‘통일기금’ 논의의 실효적 방향

김정수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6

북한 제3차 당대표자회 결과 분석과 전망

전현준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7

9.28 노동당 조직정비의 의미와 정책방향

최진욱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8

당대표자회와 과도적 권력체계의 출범

박형중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39

한 ·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의 의미와 과제

전성훈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40

북한 권력세습의 안정성 전망

김진하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41

중소형 경수로를 건설하는 북한의 의도

전성훈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42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 그 의미와 교훈

전성훈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43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대한민국의 선택

전성훈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44

2009년 11월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 특징과 우리의 대응 방향

이규창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45

북한이 간과한 연평도 도발의 영향

조한범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1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의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0

온라인시리즈 CO 2010 - 46

북한의 ‘전쟁 비즈니스’와 중국의 선택

조민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2

포스트 김정일 시대 전망과 국민의 자세

김태우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의미

통일연구원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3

2012년 북한 위기 가능성

조한범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2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선택

최진욱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4

북한 국방위원회 대남 공개 질문장의 의도 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3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5

김정일 생일과 김정은 정권

전현준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4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예측

김진하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6

국제법상 중국의 탈북자 보호 의무

조정현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5

조건 없는 대화는 없다

홍우택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7

이란, 제4세대 원심분리기 자체제작 성공의 함의

신성택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6

북한의 집중적인 대남 대화공세 배경

한기범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8

북한 국방위 공개질문은 ‘변화 거부’의 변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7

2010년도 김정은 동향과 정치적 함의

박형중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09

김정일 사망 전후의 북한 법제정비 의미와 특징

이규창

2011

온라인시리즈 CO 2011- 08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정치 동학

김진하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0

푸틴체제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조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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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대표저자명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1

미·북 비핵화 3차 회담 합의와 북핵 전망

홍우택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2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3

2012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6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이기현

이규창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7

중국에 거는 기대와 그 한계

홍우택

2012년과 후계구축 및 강성대국 건설

박형중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8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정책: 분석과 전망

전성훈

온라인시리즈 CO 2012-14

4월 중순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은 시대 지도자 -엘리트 권력 분점 프로젝트

박형중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9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의의 및 과제

조정현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선택

한동호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10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 평가와 전망

최수영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6

북한 ‘핵·미사일 정치’의 향방: 파국으로 치닫는가, 전환의 계기인가?

조민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11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전성훈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7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북한의 선택

최진욱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12

북한 정권의 긴장고조 정책의 딜레마와 향후 정세 전망

박형중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8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박형중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13

북한 무력시위 국면의 승자와 패자

조한범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19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회고와 평가

통일연구원
현안연구TF팀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14

‘한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을 위한 ‘신뢰 프로세스’ 전략

조한범

온라인시리즈 CO 2013-15

박형중

온라인시리즈 CO 2012-20

2013

최용해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2012

김정은정권의 내구성 진단: 김정일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진하

조정현

온라인시리즈 CO 2012-21

김정은정권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가?

2013

탈북 청소년 북송과 관련국의 국제법상 의무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3-16

박형중

온라인시리즈 CO 2013-17

이기현

온라인시리즈 CO 2012-22

2013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과 북한의 비핵화

2012

북한인권 실태: 주요 특징 및 변화

김수암

온라인시리즈 CO 2012-23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18

〈6.28 방침〉 1년의 내용과 경과

박형중

2012

김정은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

조한범

온라인시리즈 CO 2013-19

이규창

온라인시리즈 CO 2012-24

2013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의미와 과제

2012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이규창

온라인시리즈 CO 2012-25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20

2013년 하반기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전략

조한범

2012

핵무장 넘보는 일본의 핵능력

신성택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손익

온라인시리즈 CO 2013-21

한동호

온라인시리즈 CO 2012-26

201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평가와 향후과제 -구두보고를 중심으로-

2012

박재적

온라인시리즈 CO 2013-22

조민

온라인시리즈 CO 2012-27

2013

북한, ‘핵 딜레마’에서 스스로 빠져 나와야

2012

북한의 박인숙 재입북 선전 배경 및 의도와 대응방향

김수암

온라인시리즈 CO 2012-28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23

김정은 권력 정착과정에서의 군부 동향 (2009년~2013년)

박형중

2012

김정은 체제 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한동호

온라인시리즈 CO 2013-24

조한범

온라인시리즈 CO 2012-29

2013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 정권의 미래

2012

리영호 실각과 북한 권력투쟁 전망

조한범

온라인시리즈 CO 2012-30

평양의 ‘7월 드라마’와 김정은체제의 향방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25

2014 연례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2

조민

온라인시리즈 CO 2012-31

북한의 ‘6.28 방침’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2014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1

박형중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2

박영자

온라인시리즈 CO 2012-32

2014

김정은의 통치술과 통치구조

2012

진부한 북한의 대남비방 선전공세의 배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진상고발장” 문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3

장성택 숙청과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

박형중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33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도입〉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박형중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4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의 확산 -통일의 새벽이 동터오는가 -

조민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34

김영환, 중국 그리고 북한 민주화와 인권 개선

손기웅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5

최용해 좌천의 배경과 의미

박형중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35

한중수교 20주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길

이기현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6

최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박영자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36

장성택의 방중 성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임강택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7

북·일 ‘스톡홀름 합의’: 동북아 지각변동의 서막 (序幕) - 평양의 출구전략과 아베의 야망 -

조민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38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 의미와 북한인권 개선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이규창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8

북한 내부 정세 평가와 2014년 하반기 주요 관찰 사항

박형중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39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과 전망

전현준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 09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조한범

김정은 집권 이후 핵 정책 및 대남 정책

박형중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40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와 신지도부의 등장 - 의미와 전망

이기현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0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41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전망

김동수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1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

조한범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42

은하 3호 발사와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

박형중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2

한국의 핵무장 찬반양론과 틀에 갇힌 사고

홍우택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43

김정은 통치 1년과 신주류의 권력 공고화 프로젝트 추진

박형중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3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개혁 전략

조정아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44

집권 1년, 김정은 정치의 한계와 개혁·개방 제약요인

조한범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4

북한 실세의 인천방문 의도와 향후 남북협상 전략

조한범

2012

온라인시리즈 CO 2012- 45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와 체제유지

이규창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5

황병서 일행 방남 이후 대북협상에 대한 제언

성기영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1

2013년 북한 신년사 평가

북한연구센터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6

사드(THAA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제언

홍우택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2

2012년 남북관계연표

통일학술정보센터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7

장성택 처형 1년, 북한의 권력과 이권 변동

박영자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3

신정부 대북정책 수립의 고려사항

조한범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8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

김갑식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4

안보리 결의 2087호와 북한의 대응

한동호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19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국제질서 변화 - 분석과 전망

김진하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20

북한의 인권문제 대응과 2015년 전망

홍민

2013

온라인시리즈 CO 2013- 05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위협 배경 분석

전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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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대표저자명

2014

2015년 북한 경제 전망

김석진

2014

온라인시리즈 CO 2014 -22

북 러 관계 전망

현승수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2

최근 북중관계 분석 및 2015년 전망

신종호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3

2015년 북미관계 전망

정성윤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4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서동구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5

2015년 북한의 대남 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박형중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6

유엔 COI 보고서 1년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한동호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7

사드(THAAD)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통일외교 환경

정성철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김석진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 09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박형중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0

현영철 숙청과 김정은 정권 위기 요인

조한범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1

김정은식 공포정치 하의 북한: 안정화 마무리를 위한 극약처방인가, 불안정 시작의 서곡인가? 차두현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2

미일 신(新)밀월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향방:표류하는 한국, 한반도는 어디로?

조민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3

북한의 잇단 대량살상무기 능력 과시:협박의 시작일까, 초조함의 반증일까?

차두현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4

최근 우려스러운 북한의 대남 동향

통일연구원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5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 동향

조세영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6

최근 주변국의 북핵 문제 접근과 그 함축성

차두현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7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한반도 정세 변화

박형중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8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 언술(言術) 분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19

이란 핵 타결 이후 북핵 전망

차두현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0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신종호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1

팍스 시니카 (Pax Sinica)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

조민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2

8·25 남북 합의 평가와 향후 전망

조한범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3

9.2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기현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4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

박주화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5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홍민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6

일본의 안보 법안 통과와 한국의 대일 외교

이기태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7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 외교정책에 주는 함의

정구연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8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평가와 향후 과제

김상기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29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 조야의 반응과 향후 과제

서동구

2015

온라인시리즈 CO 2015 -30

7차 당대회 개최의 배경과 전망

박형중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1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2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정성윤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3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이기현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4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양안관계 변화와 동북아 정세 전망

신종호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5

북한의 비핵화가 본질이다

조한범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6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개선 방안 모색

임예준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7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계속된다

조한범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8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 09

북핵 4차 실험과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현승수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0

대북제재의 평가 및 전략적 고려사항

정성윤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1

노동신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제7차 당대회 전망

박주화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2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1): 총평

김갑식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3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2): 지도체계 및 엘리트

박영자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4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3): 통일전략과 남북관계

오경섭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5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4): 국제관계와 안보

정성윤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5): 전략적 노선과 정책

홍민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7

북핵문제의 ‘과도적 합의’에 대한 우려

조한범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8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재조명: 배경,쟁점,과제

박종철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19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분석

김갑식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0

북한의 노림수와 사드(THAAD)

홍우택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1

대북제재 이후의 북중교역,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홍제환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2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평가

신종호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3

한러 정상회담과 러시아 극동 개발 협력의 의의

현승수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4

북한 5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정성윤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5

5차 핵실험, 김정은 장기집권 전략에 따른 행보

박영자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6

우리 국민은 안보 불감증에 걸렸는가?

박주화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7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외 및 한반도 정책 전망

민태은

2016

온라인시리즈 CO 2016 -28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평가와 향후 과제

이규창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1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2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신종호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3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 변화

김상기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4

트럼프 시대 미러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현승수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5

트럼프 시대 미일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이기태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6

북한의 IRBM 실험 발사 평가와 북미관계 전망

정성윤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7

김정남 암살의 동기와 김정은 공포정치의 이면

홍민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8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의미와 향후 과제

도경옥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 09

미중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신종호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평가

김갑식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1

김정은 정권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과 패턴

홍민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2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김상기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3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회복

이우태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4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북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임예준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5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방향과 우선 과제

박종철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6

한국 새 정부의 대중정책 방향과 과제

전병곤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7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협력 방안

정구연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18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

박주화

연도별 발간물 목록

부록

306

자료명

온라인시리즈 CO 2014 -21

307

04 연도별 발간물 목록: 현안분석-온라인시리즈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대표저자명

2017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김상기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0

북한 ICBM급 미사일 실험의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1

2017

자료명

대표저자명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27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정성윤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28

김정은 위원장 방중과 대북제재 전망

정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방향과 과제: ‘보호’에서 ‘통합’으로

김수경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29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와 정치-기술적 과정

홍민

온라인시리즈 CO 2017-22

북한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인가?

홍제환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0

왜 비둘기일까? 한국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

박주화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3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여론

이상신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1

김정은의 평안북도 기업 현지지도의 의미: ‘대안사업체계’ 무력화와 ‘자립적 현대화’

박영자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4

8·15경축사의 북한·통일분야 평가와 과제

조한범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2

UNICEF 조사 결과로 본 북한 민생 실태

홍제환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5

수교 25주년 한중관계 , 위기관리를 통한 리질리언스 강화 시급

신종호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3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역할과 우리 국민 보호

이규창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6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와 정세전망

정성윤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4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와 ‘분권형’ 대북정책

신종호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7

이경보정(以經補政)의 한 ·러 협력

현승수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5

남북고위급회담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성기영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8

북한 핵 포기 가능성과 대응방안

오경섭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6

김정은 위원장 최근 현지지도 행보 속 정책 코드 읽기

홍민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29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하는 평창올림픽

이우태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7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도경옥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30

201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과 영사접견권

이규창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8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환경에 관한 한국·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정성윤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31

문재인 정부의 新남방정책과 對아세안 북핵 외교

성기영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39

평화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분야 평가와 과제

서보혁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32

유엔 사무차장 방북과 북한의 對유엔 전략 노림수

성기영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40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이금순

2017

온라인시리즈 CO 2017-33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신종호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41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홍민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42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체육교류의 새로운 전기

이우태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2

남북 고위급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성기영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43

미·중·일 한반도 정책 및 정상회담 전망

민태은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3

20 ~30 대 통일의식에 대한 변명

박주화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44

통일은 과정인가 결과인가? 국민들의 통일개념을 중심으로

박주화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4

평화올림픽 실현의 의미와 향후 과제

김상기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45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민태은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5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평화 증진 방안

박종철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6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과 북미관계 전망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신년사분석팀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7

김여정 특사 방남의 평가와 한국정부의 전략적 로드맵

홍민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2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서 무엇을 보았나?: 4차 방중의 의미

이재영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

박주화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3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략 이행 최초보고서 평가와 특징: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이규창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 09

북미 정상회담 : 창조적 블랙홀이 될 것인가?

정성윤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4

북미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와 ‘무역외수지’

정은이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0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1) : 일괄타결·동시실행,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한
새로운 로드맵 구상

홍민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5

제2 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1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성기영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6

신한반도체제의 개념과 추진방향

조한범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2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완전한 비핵화’ 의미와 실현

홍민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7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정진문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3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의 향후 과제

이규창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8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대러외교

현승수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4

한반도평화 만들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새로운 경로

박종철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 09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김수경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5

DMZ 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언

조한범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0

대화를 통한 평화와 협력의 기대: KINU 통일의식조사2019 분석

이상신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1

북중정상회담과 북미 친서외교: 평가와 향후 전망

홍민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2

하노이에서 판문점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망

조한범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3

오사카 G20 정상회의 평가와 함의: 정상 간 대화 채널의 역할

평화연구실 현안분석팀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박주화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5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서보혁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6

제 74 주년 광복절 경축사 통일·북한 분야 의의와 과제

조한범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7

한국사회의 무관심이 부른 탈북 모자 (母子)의 죽음

김수경

2019

온라인시리즈 CO 2019 -18

한일 갈등이 북일 대화에 미치는 영향

이기태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6

‘한반도의 봄’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 제언

이우태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7

‘가벼운 발걸음’으로서의 남북한 대중문화교류

김수경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8

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의미와 과제

이금순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19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남북경협

홍제환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20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임강택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21

북·중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시사점

신종호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22

북한의 ‘비핵화 -경제’ 전략: 정책과 조직개편 특징

박영자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23

대북제재 완화 ·해제의 조건 및 절차

도경옥

2018

온라인시리즈 CO 2018-24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과제

김상기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연도별 발간물 목록

부록

308

자료명

온라인시리즈 CO 2017-19

309

04 연도별 발간물 목록: 현안분석-온라인시리즈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대표저자명

2019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 차 회의 분석 및 향후 대외정책 전망

박영자

2019

온라인시리즈 2019 -20

전국교원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 정책과 전망

2019

온라인시리즈 2019 -21

2019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21

온라인시리즈 2021- 05

통일인식에 대한 3가지 착각: 더닝-크루거 효과를 중심으로

박주화

조정아

2021

온라인시리즈 2021- 06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김석진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조한범

2021

온라인시리즈 2021- 07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과제

김상기

온라인시리즈 2019 -22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원인과 북한의 전략

홍민

2021

온라인시리즈 2021- 08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

조한범

2019

온라인시리즈 2019 -23

김정은 위원장은 왜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했나?

이우태

2021

온라인시리즈 2021- 09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 10년: 추세와 함의

서보혁

2019

온라인시리즈 2019 -24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이규창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0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신종호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1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변화와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

장철운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2

미국 -이란 충돌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서보혁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2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김석진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3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이규창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3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박영자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4

코로나 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조한범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4

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방향

조한범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5

북한인권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개선 과제

한동호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5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민태은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6

북한 당 정치국회의 및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홍민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6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오경섭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7

북한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분석

홍민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7

나, 우리, 너희의 대북인식

김갑식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8

중국 양회(兩會) 분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신종호

2021

온라인시리즈 2021-18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방향

박영자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 09

“통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박주화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0

한반도 비핵·평화 추진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1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2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오경섭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3

최근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최지영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4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 평가와 분석

장철운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5

최근 북한의 대남·대미공세 의도와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조한범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6

러시아 헌법 수정안과 전(全)러시아투표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함의

현승수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7

한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국 여론

이상신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8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홍제환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19

한 ·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실시 결정의 전략적 배경과 남북관계

김유철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20

‘진정한 광복’을 향한 남북연합 논의의 필요성

이무철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21

북한의 제8차 조선로동당대회 소집과 ‘새로운 길 시즌2 ’

김갑식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22

김정은 시기 식량증산과 격차의 ‘엇박자 (offbeat)’

정은이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23

북 미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1): 북 미관계 결정요인의 전략적 평가와 시사점

정성윤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24

코로나 19 전후의 평양: ‘숫자’와의 전쟁

강채연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25

코로나19를 통해 살펴본 남북화해 가능성

박주화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26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

홍민

2020

온라인시리즈 2020 -27

최근 북·중 ‘밀착’ 배경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신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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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2000

통일정세분석 2000 - 02

미 국무부의 2000년 북한인권보고서와 통일연구원 2000년 북한인권백서 비교분석

최의철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2000

통일정세분석 2000 - 03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과정과 대내외정책 전망

여인곤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1

북한 ‘신사고론’의 의도 및 내용 분석

서재진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2

2001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정영태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19

중국공산당 16기4 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3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 차 정기보고서: 내용분석 및 평가

최의철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4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의 배경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서재진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5

한 ·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6

한 ·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방향

이헌경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7

북한 ·독일 수교의 배경과 EU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

김학성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3

북한의 「핵 보유」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8

제2 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조민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4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2001

통일정세분석 2001- 09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정세와 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2001

통일정세분석 2001-10

반테러 전쟁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김국신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2

통일정세분석 2002- 01

한 ·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2

통일정세분석 2002- 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2002

통일정세분석 2002- 03

2002년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향 분석

서재진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 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2002

통일정세분석 2002- 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2002

통일정세분석 2002- 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제61차 유엔인권위언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2002

통일정세분석 2002- 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2

최근 중· 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3

통일정세분석 2003- 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신상진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3

통일정세분석 2003- 02

핵문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임강택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3

통일정세분석 2003- 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3

통일정세분석 2003- 04

한 ·미 정상회담과 향후 공조 방향

이헌경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6

일본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3

통일정세분석 2003- 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2003

통일정세분석 2003- 06

북한 병역제도 변화와 병역감축 가능성

정영태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3

통일정세분석 2003- 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분석

박형중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19

주변 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부산 APEC 정상회의 (2005.11.18~19) 관련

여인곤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 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2005

통일정세분석 2005 -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 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 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 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 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2004

통일정세분석 2004 - 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 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분석

김수암

연도별 발간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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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대표저자명

2006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 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 06

2006

발행연도 보고서 번호

자료명

대표저자명

2010

통일정세분석 2010 - 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여인곤

2010

통일정세분석 2010 - 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 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김영윤

2010

통일정세분석 2010 - 04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통일정세분석 2006 - 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2010

통일정세분석 2010 - 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 통일 주변환경 조성 중심

황병덕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 08

북한 「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10

통일정세분석 2010 - 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 09

한 ·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배정호

2006

통일정세분석 2006 -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이규창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5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임순희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4

‘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11

통일정세분석 2011- 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12

통일정세분석 2012- 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2012

통일정세분석 2012- 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2007

통일정세분석 2007- 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9·19 공동성명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김국신

2012

통일정세분석 2012- 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2007

통일정세분석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향후 일본정치와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

배정호

2012

통일정세분석 2012- 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2007

통일정세분석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12

통일정세분석 2012- 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2007

통일정세분석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13

통일정세분석 2013- 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2007

통일정세분석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2013

통일정세분석 2013- 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2008

통일정세분석 2008- 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2013

통일정세분석 2013- 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2008

통일정세분석 20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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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국방대학교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한국프레스센터

1997 11.24.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6.17.

통일연구원·서울대 통일포럼 공동학술회의: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한국프레스센터

1998 4.10.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6.25.

통일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서울대학교

1999 2.26.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Ⅰ): 장기 포괄적 접근전략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7.7.

통일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공동학술회의: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1999 8.1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Ⅲ): 장기 포괄적 접근전략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7.8.

통일연구원·아시아재단 공동정책포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체계: 문제점과 전망

신라호텔

1999 9.21.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방향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9.17.

통일연구원·북한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현대 북한 연구와 남북관계

1999 11.30.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및
극동문제연구소

1999 12.7.

21세기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기본합의서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10.12.

통일연구원·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공동학술세미나: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충남대학교

1999 12.2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Ⅳ): 장기 포괄적 접근전략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11.24.

북한연구실·관동대학교 공동포럼: 김정일 정권의 현황과 정책방향

관동대학교

2000 3.3.

대북포용정책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12.10.

통일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부시2기 행정부의 미국과 동북아 체제의 향방,
부시 재집권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0 5.30.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4 12.17.

한반도 문제의 오늘과 내일

배재대학교

학술회의 개최 목록

부록

324

일자

325

05 학술회의 개최 목록: 국내학술회의

연도

주제명

장소

연도

2005 4.7.

개원 기념 국내학술회의: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롯데호텔

일자

2008 11.11.

2005 7.1.

통일연구원·북한연구학회(하계학술회의) 공동학술회의: 해외자료로 본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최: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 관계 대한상공회의소
발전 방향

주제명

장소

2008 12.3.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

한국프레스센터

2005 9.14.

협동연구 국내학술회의: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롯데호텔

2008 12.8.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 전환기의 사색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2005 10.28.

통일연구원·한국독일학회 공동학술회의: 남한과 북한의 문화 교류

동국대학교

2009 4.7.

개원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로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5 12.2.

통일연구원·북한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5.18.

미래기획위원회·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1세기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의 비전

한국프레스센터

2005 12.9.

통일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국제체제의 변화와 연속성

외교안보연구원

2009 6.8.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 학술회의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5 12.22.

통일연구원·대한광업진흥공사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공동학술회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한국산업은행 IT센터

2009 9.10.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2009 11.2.

북핵 일괄타결 방안 (Grand Bargain) 추진방향

신라호텔

2006 4.7.

롯데호텔

통일문제연구협의회·제주평화통일포럼 전문가 학술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실천 전략

2010 2.22.

이명박 정부 2년 기념 학술회의: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롯데호텔

2006 5.4.~5.5.

라마다 플라자 제주호텔

더 플라자 호텔 서울

통일문제연구협의회·화천군 공동학술회의: 접경지역의 평화 ·생태적 활용방안

2010 9.1.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2006 6.16.~ 6.17.

화천군 물문회관

통일연구원·경기도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평화: 안보경영을 넘어 평화경영으로

2011 8.11.

통일준비 심포지엄: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한상공회의소

2006 6.21.

롯데호텔

2011 9.23.

제3회 통일광장: 통일 대강연회

코엑스

2006 6.28.

동북아시대 구상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롯데호텔

2012 2.17.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남북기본합의서 20년 역사적 의미 재조명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6 11.2.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충청권역별 학술회의: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우리의 과제

유성 스파피아 호텔

통일문제연구협의회·속초시·강원발전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북핵실험 이후 남북 교류협력 전망과
실천과제

2012 4.16.

개원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기회와 도전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6 11.17.

켄싱턴 스타 호텔

2012 4.27.

난민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관

(사)한국국방정책학회/숙명안보학연구소·통일연구원 공동특별학술회의: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지평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006 12.7.

통일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주변국 관계와 북한체제 내구력

외교안보연구원

2012 12.7.

2006 12.8.

통일연구원·남북물류포럼 공동학술회의: 2007 남북관계와 남북경협 전망

한국무역협회

2013 4.8.

개원 22주년 기념학술회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6 11.24.

통일연구원·한림대 한림과학원 공동학술회의:통일 이후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13 7.10.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전략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6 3.31.

통일연구원·북한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현 시기 북한체제 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12.19.

신뢰와 평화 희망의 DMZ 세계평화공원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6 9.19.

통일연구원·한국세계지역학회 공동학술회의: 협력과 갈등의 동북아 에너지 안보: 현황과 쟁점

성균관대학교

2014 4.8.

개원 23주년 기념 학술회의: 평화적 통일기반 조선을 위한 전략과 과제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7 2.27.

동북아시대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한국프레스센터

2014 4.30.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 이행 방안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7 4.6.

개원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14 5.28.

제2 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대남정책 및 핵 외교 전략

대한상공회의소

2007 5.14.~5.18.

남북경협 토론회: 경공업 합의서 이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남북경협의 새로운 도약

평양 양각도 호텔

2014 6.11.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합의와 동북아정세

AW컨벤션센터

2007 7.3.

통문협·동북아시대위원회 공동학술회의: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기반 확충 및 각급단체 협력방안 정당, 지방자치단체 , NGO -

한국프레스센터

2014 6.14.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 준비: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실행방안

한국프레스센터

2014 6.17.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국립외교원

2007 9.14.

통문협 학술회의: 제2 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롯데호텔

2014 7.30.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전략과 과제

프레지던트 호텔

2007 10.9.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 학술회의: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더 플라자호텔 서울

2014 8.12.

제5차 KINU 톻일포럼: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프레지던트 호텔

2007 10.15.~5.17.

통문협·철원군 공동학술회의: 금강산 복원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금강산

2014 12.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포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7 11.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화천군/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DMZ 의 평화 ·생태적 이용:
평화의댐- 금강산댐간 남북교류협력

롯데호텔

2014 12.5.

통일준비를 위한 통합의 과제

프레지던트 호텔

2007 11.30.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2007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을 위한 제주도의 역할

2014 12.15.

외교·안보·통일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와 2015년 정세 전망

국립외교원

라마다 플라자 제주호텔

2014 12.1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 개선과 행복한 통일

코리아나호텔

2007 12.8.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의 변화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3.6.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조선호텔

2007 12.21.

한국세게지역학회 공동학술회의: 사회주의 개혁 리더십과 대북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015 4.8.

개원 24 주년 기념 학술회의: 분단 70년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의 모색

통일연구원 PPS홀

2008 2.21.

통일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경협 발전방안

롯데호텔

2015 4.28.

한반도 평화통일의 추진방향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방안

한국프레스센터

2015 6.29.

2015 통일안보외교 국책연구기관 공동세미나:
박근혜정부 통일·안보·외교분야 성과 평가 및 주요 정책과제

통일연구원 PPS홀

2015 7.28.

KINU-한미안보연구회 공동주최 제30차 국제안보학술회의: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8 3.12.

특별기획 국내학술회의: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 정책 추진방향

외교안보연구원

2008 4.18.

개원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2008년 남북관계의 진단과 과제

그랜드힐튼호텔

2008 5.22.

통일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남북협력 전망과 인천의 비전

파라다이스호텔인천

2008 7.21.

건국60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 개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롯데호텔

학술회의 개최 목록

부록

326

일자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2015 8.27.

제8차 KINU 통일포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 준비방향

스위트호텔 제주

2015 9.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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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술회의 개최 목록: 국내학술회의

연도

주제명

장소

연도

주제명

장소

2015 9.16.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유도 방안

통일연구원 PPS홀

일자

2019 9.18.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 성과와 과제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2015 9.17.

KINU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통일의 실천적 과제와 강원의
역할 모색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2019 9.27.

제1회 DMZ평화포럼: DMZ 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제11차 KINU 통일포럼: 핵·경제 병진노선 이후 북한정세 종합평가

통일연구원 PPS홀

2019 11.6.

제11차 KINU 평화포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전망과 과제

콘래드 서울

2015 10.16.

통일담론 3.0과 남북통합 인식

통일연구원 PPS홀

2019 12.11.

2019 -2020년 한반도·동북아 정세 평가전망

서울 코리아나호텔

2015 12.3.

2019 12.12.

통일연구원 리서치 페스티벌: 2019년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대국민 성과 보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015 12.4.

북한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전략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020 5.19.

2020년 안보·외교·통일 국책연구기관 공동세미나: 신남방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015 12.11.

통일준비를 위한 연구 아카이브와 공간정보 구축

통일연구원 PPS홀

2020 6.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 한반도 정세와 평화프로세스

코리아나호텔

2015 12.16.

2015 통일안보외교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2016년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정세전망

통일연구원 PPS홀

2020 7.7.

6.25전쟁 70주년-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을 위한 한미간 협력

온라인

2016 2.25.

제12 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방향

롯데호텔

2020 8.21.

광복 75주년기념 평화통일포럼: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

온라인

2016 4.8.

개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롯데호텔

2020 9.4.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온라인

2020 9.10.

통일연구원-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평화경제와 남북관계 , 그리고 북한

온라인

2020 9.18.

제2회 DMZ평화포럼: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 인간안보 협력

포시즌스호텔서울

2020 10.21.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

신라호텔

2020 11.26.

KINU 북한도시포럼: 아상블라주 원산, 수행적 도시의 리얼리티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2016 5.16.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PPS홀

2016 6.23.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 증진방안

롯데호텔

2016 12.9.

북한 전국 공식시장 현황과 사회변화

통일연구원 PPS홀

2016 12.15.

통일 및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통일연구원 PPS홀

2017 4.27.

지속가능한 통일·대북 정책

포시즌스호텔서울

2021 1.22.

통일·외교·안보 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

온라인

2017 7.13.

2017년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웨스틴조선호텔

2021 5.13.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

온라인

2017 7.17.

제1차 KINU 평화포럼: 북한은 현실이다

통일연구원 PPS홀

2017 8.7.

제2 차 KINU 평화포럼: 북핵 고도화 국면에서의 남북관계 타개 방안

더 플라자 호텔

2017 8.21.

제3차 KINU 평화포럼: 문재인정부 통일·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17 9.8.

제4차 KINU 평화포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

롯데호텔

2017 9.11.

제5차 KINU 평화포럼: 북한은 무엇을 바라는가?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17 9.18.

제6차 KINU 평화포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17 9.19.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한국프레스센터

2017 10.23.

제7차 KINU 평화포럼: 평화의 우회로를 찾아서

통일연구워 국제회의실

2017 11.14.

제8차 KINU 평화포럼: 4인 4 색 , 평화를 말하다

통일연구원 PPS홀

2018 3.7.

제10차 KINU 평화포럼: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와 평화 촉진 전략

통일연구원 PPS홀

2018 4.5.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

통일연구원 PPS홀

2018 5.15.

2018년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학술회의 개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국립외교원

2018 6.27.

북미정상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번영 구상 실현 방안

프레지던트 호텔

2018 10.11.

2018년 하반기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2018 남북·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국립외교원

2018 11.29.

KINU 북한도시포럼: 북한 도시의 재발견: 스톨리텔링과 시각화, 도시성을 찾아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8 12.12.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더 플라자 호텔

2018 12.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앙일보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롯데호텔

2019 1.22.

DMZ 의 평화적 이용

프레지던트 호텔

2019 4.17.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019 5.13.

KINU통일의식조사 2019: 현실적 전망과 지속되는 신념

더 플라자 호텔

2019 5.24.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한국프레스센터

2019 8.28.

KINU 북한도시포럼: 평양, 도시공간과 모빌리티

프레스센터

2019 8.29.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DMZ 의 평화지대화: 성과와 과제

프레지던트 호텔

2019 9.9.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의의와 과제

웨스틴조선호텔

학술회의 개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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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술회의 개최 목록: 국제학술회의

연도

주제명

장소

연도

주제명

장소

1991 10.28.~10.29.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일자

2007 8.21.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한 관계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1992 9.30.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반도 정책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7 11.6.~11.11.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시

1993 10.18.

북한개방에 대한 주변4 강의 입장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통문협·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VASS) 공동학술회의: 베트남 체제전환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베트남 통일 이후 통합과정: 평가와 시사점

1994 5.27.~5.28.

통일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개최:
현존 사회주의 4개국(중국, 쿠바, 북한, 베트남)의 내구력과 미래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08 9.12.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1세기 동아시아의 비전과 한반도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9 2.18.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09 11.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경기도 , 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한국프레스센터

2009 12.11.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8주년 기념 국제회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대북정책 방향

롯데호텔

2010 4.8.

개원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더 플라자 호텔 서울

2010 10.5.

KINU-HSS 공동국제학술회의: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롯데호텔
대한상공회의소

1995 5.17.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1996 11.9.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1997 4.15.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1997 8.19.

세계정치학회 제17차 서울세계대회 KINU-IPSA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1998 4.3.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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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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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신라호텔

2015 10.19.

유럽 북한인권포럼: 북한인권과 국제사회의 역할

스페인 마드리드

2005 6.27.~ 6.28.

한 ·독 국제학술회의: 독일통일 15주년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향후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2015 10.29.

2015 세계평화회의: 평화의 지구와 한반도 평화

신라호텔

2005 7.14.~7.17.

한 ·베트남 국제학술회의: 베트남의 경제·사회적 개혁과 북한에 주는 교훈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2016 6.29.

KINU-한미안보연구회 공동학술회의: 2016 한반도의 안보도전-기회와 이슈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2005 11.10.

통일연구원·Asia Foundation 공동학술회의: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미국 워싱턴 D.C.

2016 9.22.

급변하는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롯데호텔

20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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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 세미나

JW메리어트 호텔

2020 12.15.~12.16.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모색

온라인

2021 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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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in a Changing Internatioanl Environment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 ,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중국

일본

2019

7.15.

2019 한미전략대화

The Wilson Center, The Heritage
Foundation, The Stimson Center, USIP

2014

6.24.

북핵 및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상호공감대 형성 및 협력방안 도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2017

8 .3 .

남북관계 , 대한민국의 통일비전 및 계획,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2014

6.25.

2014 한·중 워크숍: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4

6.26.

2014 한·중 워크숍: 동북아 정세와 한중협력방안 모색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2015

12.17.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6

4.26.

최근 북한 정세 평가와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6

6.1.

북한 7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및 한중관계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6

9.20.

새로운 국제정세 하의 북핵문제 해결방안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7

6.28.

한국 신정부 출범 후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7

11.20.

동북아 정세와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7

12.18.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과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8

10.23.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8

7.4.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9

11.18.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9

7.10.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한중협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20

9.1.

최근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중관계 발전방안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20

12.17.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2014

6.27.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한 ·일 대북정책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15

1.20.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정세 , 북한 신년사 관련 논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16

1.21.

한반도 정세와 한일 양국의 정책 과제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16

5.31.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 정세 및 한일관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18

1.25.

한반도 평화와 한일 협력방안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18

11.13.

한반도 정세 현상 분석 및 북한문제에 대한 처방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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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일시

주제

공동주최기관

연도

주제

장소

2019

8.13.

북한 동향과 한반도 평화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11 11.9.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그랜드힐튼호텔

2020

12.8.

북한 정세와 동북아 지역정세 , 그리고 한반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2012 6.14.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롯데호텔

2014

8.22.

2014 한·러 워크숍: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신국제 질서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2013 8.27.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롯데호텔

2014

7.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 신동방정책

Russky Mir Foundation, IMEMO

2014 11.13.

북한인권과 행복한 통일

웨스틴조선호텔

2016

8.17.

2016 KINU-RISS 한러전략대화: 극동지역에서의 한러협력의 기회와 도전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2015 5.6.

한반도 통일의 비전-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신뢰

통일연구원 PPS홀

2017

7.26.

KINU-RISS 전략대화: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러협력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2016 10.13.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

롯데호텔

2019

8.27.

한러전략대화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2017 12.5.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통일연구원 PPS홀

2014

12.22.

한 - 대만 협력과 동북아정세 전망

대만원경기금회

2018 12.14.

한반도 평화와 인권

JW 메리어트 호텔

2019

3.18.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대만 아태평화연구기금회

2019 12.6.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합적 인권접근: 발전권과 평화권 적용방안

포시즌스 호텔 서울

2019

5.17.

최근 한반도 정세와 양안 교류협력의 시사점

대만 아태평화연구기금회

2020 12.4.

정보접근과 적극적 평화를 통한 북한인권개선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KINU-INPR 전략대화: 11월 지방선거 이후 대만의 정책 변화 및 양안관계

대만 INPR

2019

1.24.

몽골

2012

11.2.

제1회 KINU 몽골 통일대화: 한반도 통일과 한 ·몽 협력 방안

-

호주

2013

4.17.

ASPI-KINU 1.5 트랙 전략대화

ASPI

2014

8.26.

제2 차 KINU-ASPI 전략대화: 한호협력 증진 방안

ASPI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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