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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의 비전과 목표

1 한동대학교 교육목표와 통일교육의 배경

o 지난 100여년의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각 세대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음. 

독립, 대한민국 국가수립, 전쟁, 국가적 생존, 경제성장 및 민주화 등 상대

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다 선명하게 각 세대의 시대적 사명이 뚜렷

하게 드러남.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선배세대들에게 역사적 빚을 진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공통된 시대적 사명은 바로 통일 준비임.

o 시대적인 사명인 통일을 위해 급속한 통일과 점진적 통일 모두에 대비하여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 북한의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통일 과정과 통일 후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상생할 지에 관하여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

제·복지 등의 인문사회 영역뿐 아니라 통일사회를 위한 지역개발, 기술개

발, 기술 인프라 지원 등의 이공계 전공의 필요한 전문지식들을 어떻게 적

용할 것인지도 통일 교육에 포함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o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남한의 1960~70년대 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에

서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에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이

를 위해 마치 임진왜란 직전의 10만 양병론처럼 통일을 준비하는 각 분야

의 10만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그 준비에 통일의 성패가 달려있음. 

o 한동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20년간 이어온 ‘무감독 양심시험’으로 대표

되는 ‘정직’과 ‘성실’의 가치, 학교 교훈인「사랑, 겸손, 봉사」의 정신

으로 ‘Why Not Change the World?’처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3세

계 개도국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을 회복시키는 꿈을 키워왔음. 2009년부터 북한과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본 대학 교수들은 당시 석좌교수였던 故 이윤구 전적십자총재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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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생적 모임인「북생모(北生모)」를 조직하고 차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과 실질적 통일 준비에 기여하고자 함. 북생모는 매월 2회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 태동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서의 전 학교적 교수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o 2014년 장순흥 총장 부임 이후 세상을 변화시키는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

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한동대학교’라는 구호 아래 ‘통일한국 프로젝

트(United Korea Project)’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왔음. 구체적으로 2015년 

한동통일한국센터(센터장 박영춘 교수)를 개설해서 전임 총장 재임 시 신설

된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소장 송인호 교수)와 더불어 활발한 통일한국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왔음.

o 한동대학교는 이번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명실공히 전교생이 내

실있는 통일 교육을 받아 통일 시민으로 준비될 뿐 아니라, 향후 졸업생의 

10%는 실제 통일의 문이 열릴 때 북한에 정착하여 통일 이후의 북한 개발

과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통일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함.

o 한동대학교는 그동안 통일 후 북한지역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ODA)에 중추적이고 적극적인 기여를 하여 왔으며, 이

러한 학교와 학생들의 그동안의 개도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필수적 복수전

공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지역 발

전과 통일 후 남북사회통합을 위해 학교의 모든 전공분야가 참여하여 각 

분야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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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동대학교 통일교육 모형

○ 한동대학교는 “工”(장인 공)자형 교육모델을 제시하면서, 정직과 성실함을 갖춘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기초교육(＿)으로 해서, 전공역량(│)을 키우고, 최종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지닌 국제시민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함양( )을 목표

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킴.

○ 이러한 한동대학교의 교육철학, 교육모델, 슬로건과 발을 맞추어서, 통일교육 선도

대학으로서 한동대학교는,

① 대학 내 통일 인식의 확산을 통한 통일 기초 역량 강화,

② 남북한 교육 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③ 글로벌 협력 관점의 통일교육,

④ 학제융합적·혁신적 통일교육모델,

⑤ 통일 시대를 살아갈 통일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이러한 목표를 기존의 일방적·수동적·강의식 교육방법이 아니라 인문과 이공이 융

합되고 학생교수간 상호적·능동적·문제해결중심의 새로운 혁신적 교육모델을 통

해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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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통일을 준비하는 한동대학교 통일교육 모델

1. 대학 내 통일 기초 역량 강화

- 통일에 무관심한 20대 대학생들에게 역사, 정치, 경제, 과학 및 공학 등 여

러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여 대학생들에게 통일 인식을 확

산시키고 저변을 넓힘.

- 통일 기초과목의 교양필수선택화, 학생 필수참여 활동에서 통일교육 실시, 

학생/교직원/외국인/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아카데미, 학생자발적 통일 

운동 등 활용

2. 통일 전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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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통일에 대한 교양 수준의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통일 시대를 대

비한 인재(통일 개척자)를 양성하고 실질적 통일 대비 대학교육 체계를 확

립하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각 전공 별 심화된 통일 대비 교육을 통해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과 정

치, 경제, 법 등의 인문사회분야,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북한에 필요한 기술

연구 및 이전 등 이공계 분야 포함 모든 영역에서 직접 북한 지역에 거주

하며 북한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통일 대비 인재 양성(통일 대비 

10만 전문인력 양성의 시작) 및 이를 위한 대학 통일교육 모델개발을 목표

로 함(통일 후 북한 대학 등에서의 교수요원, 북한 지역 파견 인원 등) 

- 복수전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한동대의 장점 활용(통일 전공+개별 전공 또는 

개별전공+통일대비 심화개별전공 등을 통해 통일 단일 전공 시 취업의 어

려움을 방지하고 취업과 통일 대비 인재양성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 

3. 학제 융합적 · 혁신적 교육 전략 및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모델 제시

1) 이공계적 방법론을 융합한 문제해결 중심형 통일교육 모델

- 전통적으로 통일교육은 수동적·일방적·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학생

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

- 한동대에서는 이러한 강의중심의 통일교육을 탈피하여 학생주도형·능동적·

문제해결 중심의 통일교육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통일사회 전망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형 통일교육으로 

학생주도형·문제해결 중심교육을 시행하고자함(예, 적정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 flipped learning 등 방법 활용) 

- 또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의 1960~1970년대 수준임을 고려할 때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 연구는 그 성격상 일부 학문이 아니라 인문과 이공의 

융합을 바탕으로 경제, 법, 개발, 정치, IT, 갈등관리, 상담 등 모든 학문의 구

체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학제간 연계적·융합적 접근이 필요함.

- 특히 통일 초기 북한의 낙후된 사회 인프라(SOC)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공계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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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존의 정치사회 등 인문적 접근을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특히 이

공계와 인문계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던 이

공계를 중심으로 한 통일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함.

2) 통일 빅데이터 센터 구축

-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현황 자료와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통일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

- 특별히 북한의 교육시스템, 커리큘럼, 교과서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통일 교육과 향후 통일 후 교육에 기본 자료로 활용 

- 데이터 센터 내의 자료를 일관적인 기준 하에 수집, 분류, 관리할 수 있는 전

담 인력 확보 및 편리한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 

4. 남북 연계적 통일교육 모델 제시

1) 통일 후 북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교육 협력을 통하여 실제 북한 대학생들에게 적용 가

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통일 후 북한 지역 개발을 담당할 인재 양성

- 나아가 이러한 교육 과정 개발 연구를 통해 통일 후 북한 대학생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같은 교육을 할 때의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이들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 후 사회통합을 도모

2) 북한 대학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

- 한동대학교와 MOU 관계에 있는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협업하여, 북한 

사회에 필요한 물적·인적 요소에 대한 창의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형, 학

제 간 융합 교육 실시

- 2018년 8월 평양과기대와 한동대 총장단과 교수 40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한동대에서 개최하여 협력할 분야를 선정하고 전략과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

였고 2018년 11월 한동대 이상산교수의 평양과기대 방문을 통해 추진 협의함.

5. 글로벌 통일 교육의 허브

- 통일은 남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 문제의 총화(빈부,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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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민주, 체제전환 등)로서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함.

- 통일 후 북한 사회 개발을 위해서는 1990년대 동유럽 등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필요함. 따라서 글로벌 관점에서 통일 대비 대학교육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건학 초기부터 글로벌 정신을 강조한 한동대학교에는 현재 외국인 학생의 

출신나라 수가 36개국에 달하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

스탄, 키르키스탄, 중국 등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연방과 중국 출신 

학생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이들의 공산권 국가에서의 성장경험, 사회/문화 

경험이 통일과정 혹은 통일 후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남북한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큰 자원이 될 것이며, 이들에게 통일 인식, 중요성, 필요성을 확산 

시키면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통일한국의 

과정에서 글로벌 네크워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림> 한동대학교 통일교육 선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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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9년 사업개요 및 실적개요

1 2019년 사업 개요

1. 기본 구상 

o 사업 목적

- 대학 내 통일 기초 역량 증진 및 강화로 통일의식 고취 

- 전문성을 겸비한 심화된 통일 대비 교육을 통한 통일개척자양성

- 학제·융합적이며 혁신적 교육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남북연계, 글로벌 관점

의 통일교육 실시로 선도대학으로서의 통일교육확산 및 모델제시

o 주요내용

- 교양교육 중심의 통일 기초역량 증진 사업    

- 학제융합적-혁신적 교육의 통일 전문역량 강화 사업

2. 자체성과 지표 

o 통일기초 역량강화 지수

- 교양필수(선택군)으로 교과목 1개 개설과 1개 개발하여 많은 재학생들이 수업

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공동체리더십훈련 및 인성교육시 통일관련특강 및 수업 실시

- 교직원, 학생 대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통일아카데미 개설 

o 통일전문 역량강화 지수
- 사업 내 통일전공을 창의융합교육원 내에 신설과 학생 자기주도 설계전공 신

설을 목표로 첫해 통일전공기초과목으로 2과목을 개발 

- 교내 각 학부에 통일교육 주관교수 선정 및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비(온라인 

콘텐츠 개발 포함) 지원함.

- 학부별 주관 교수 지정 및 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 대상 통일인식 확산으

로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지역 통일아카데미 연1회 실시

- 본 대학교 외국인 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 통일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

록 영어 콘텐츠 제작 지원

- 외국인 학생 및 체류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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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년도 예상 성과 

o 통일기초 역량강화 지수

-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수 987명 (전교생의 약 25%)

- 통일관련 특강 교직원 참여자수 40명(전 교직원의 약 14%수준)

o 통일전문 역량강화 지수

- 통일전공선택 및 통일개척자 양성 이수 학생수 40명 (전교생의 약 1%)

-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강좌 수 10

-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5

- 통일 관련 데이터 수집 건수 100

o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 지역주민 대상 통일인식 확산 실적 100 

-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 확산 실적 30

4. 사업 전체기간 예상 성과

사업기간 선도대학 지정일 ~ 2022. 12. 31 (4년)

핵심
성과
지표

지표명(단위) 현재수준 1차년도
(‘19.4~’19.12)

2차년도
(‘20.3~’20.12)

3차년도
(‘21.3~’21.12)

4차년도
(‘22.3~’22.12)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10.6 29.6 51.8 74.1 100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수

340명
(전교생의   
약 8.6% )

987명
(전교생의   
약 25%)

1,973명
(전교생의  
약 50%)

2,960명
(전교생의  
약 75%)

3,976명 
(전교생의   

100%)

통일관련 특강 교직원 
참여자수

15명(전 
교직원의 약 

5% 수준)

40명(전 
교직원의 약 

14%수준)

60명(전 
교직원의 약 

21%수준)

80명(전 
교직원의 약 

29%수준)

110명(전 
교직원의 약 

40%수준)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6.5 23.0 42.0 69.0 100.0

통일전공선택 및 
통일개척자 양성
이수 학생수

20명
(전교생의  
약 0.5%)

40명
(전교생의 
약 1%)

60명
(전교생의   
약 1.5%)

120명 
(전교생의  
약 3%)

200명
(전교생의   
약 5%)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강좌 수 5 10 20 30 40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 5
5
(10)

5
(15)

5
(20)

통일 관련 데이터 수집 
건수 0 100

100
(200)

100
(300)

100
(400)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11.3 27.5 55 77.5 100

지역주민 대상 
통일인식 확산 실적

10 100 200 300 400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 확산 실적

20 3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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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추진과제

구분 단위사업 주  요   내  용

연구
개발

교양필수(선택군)
교과목개발

 o 심화 통일교양과목 (가칭 ‘통일 후 한반도’) 개발

통일전공 
교과목개발

 o 통일 전공 기초 교과목 2개 개발

전공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o 기존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통일교육 콘텐츠 5~10개  개발

빅데이터 센터
구축

 o 데이터 저장소 구축
  -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 수집 
  - 자료 분류 및 데이터 센터 프로토타입 개발
  - 웹기반 자료서치 방법 개발

옴니버스 
통일 세미나(1)

연구개발

 o 통일 대비 연구 및 책 발간
  - 한동대 교수 및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세미나
  -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쟁점 사항에 대한 연구 
  - 외국 사례 분석

강좌
(모델)
운영

교과 

신입생 및 재학생 
통일 교육

 o 교과목을 활용한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통일교육
  - K-MOOC 활용
  - 1학년 필수교과목인 ‘인성교육’등 활용
  - 팀모임 (공동체리더십훈련) 활용

교양필수(선택군) 
교과목 신설

 o 과목 개설
  - 교양필수선택군에 통일한국개론 개설 
  - K-MOOC 강좌 운영

전공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o 학부별 통일교육 주관교수 선정
 o 콘텐츠 운영
  - 기존 수업에서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빅데이터 센터 
교육

 o 공학프로젝트기획/데이터베이스 수업 연계를 통한 통일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저장소 설계 및 프로토타입 구축 실습

비
교과

신입생 및 재학생 
통일 교육

 o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K-MOOC, 팀모임을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통일교육

옴니버스 
통일 세미나(2)

 o 통일 연구 사례 세미나
  - 통일 대비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한동대 학생 대상 세미나 개최

통일
리더스클럽

 o 콘텐츠 제작
  - 석·박사 학생 연구로 통일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제작
 o 교내 발표회

평양과기대 
교류협력

 o 워크숍 개최
  - 한동대-평양과기대 공동 교육연구 워크숍
 o 현장 학습과 자료 수집

통일아카데미
개설

 o 한동대 교내 구성원 대상 통일 아카데미
 o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대상 통일 아카데미
 o 한동대 내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대상 통일 아카데미

한동통일교육
주간 지원 
(통일교육
주간계기) 

 o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생 동아리 지원
  - 통일부 및 통일관련 단체 활동 조사
  - 통일부 통일교육주간(‘19.5.20~26)과 연계하여 진행
 o 학생 주도 통일운동 프로그램 지원
  - 외부 전문가 특강
  - 체험 행사

통일한국 공모전
 o 학생 대상 공모전 
  - 통일 후 사회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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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핵심성과 요약

선도대학 지정일 ~ 2022. 12. 31 (4년)

지표명(단위) 관련세부사업
1차년도 목표
(’19.4~’19.12)

1차년도
실적

목표대비
예상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참여자수

⑥ 신입생 및 재학생 통일교육 250 1,005 (8회)

347%　

⑪ 통일아카데미개설(학생) 400 1,554 (16회) 

⑧ 옴니버스통일세미나(학생대상) 87 131 (6회)

⑫ 한동통일교육주간지원 250 742 (11회)

계
987(전교생의
 약 25%)

3,432

통일관련 특강 
교직원참여자수

⑪ 통일아카데미개설(교직원대상)
40 

(전 교직원의 
약 14%수준) 

67 (1회) 168%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전공선택 및 
통일개척자 

양성이수학생수

*통일법제론1(송인호) 40명
(전교생의약1%)

45 113%
*통일자율전공(창의융합교육원)

통일교육관련 
콘텐츠활용강좌 수 

① 교양필수과목개발 및 신설 1 1

160%

② 통일전공교과목개발 2 4

③ 통일전공콘텐츠개발 5 9

⑦ 통일빅데이터센터 교과운영 2 2

계 10 16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⑨ 통일리더스클럽(논문) 2 5

320%　
⑤ 옴니버스통일세미나(책발간) 1 1

⑬ 통일한국공모전　 2 10　

계 5 16

통일 관련 
데이터 수집 건수

④ 통일빅데이터센터구축 100 620 620%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지역주민 대상
통일인식확산 실적

⑪ 통일아카데미개설(지역사회대상) 80 331 (12회)

356%⑤ 옴니버스통일세미나(책발간) 20 25 (4회)

계 100 356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확산실적

⑪ 통일아카데미개설(외국인) 30 3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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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추가성과

기타
추가성과

총 건수 
10건

통일빅데이터센터 구축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검색엔진 개발

빅데이터센터 서버센터 구축

KISTI와 한동대학교 MOU건

평양과기대 교류협력

평양과기대와 워크샵

전공협업체계 구축(진행중)

전공도서 기증캠페인 (170권)

한동통일교육주간지원 한동통일동행주간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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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차년도 사업 성과

1 핵심 성과

① 통일교육관련 교과목개발 집중

o 교양필수교과목(통일후 한반도)개발 및 2차년도 개설

* 8명의 교수진이 개발참여.

o 통일전공교과목 4과목 개발완료(기존목표 2과목개발)
* 4명의 교수진이 개발참여.

o 통일전공교과콘텐츠개발(9개 전공교과과목)
* 8명의 교수진이 개발참여.

② 통일 빅데이터 센터구축

o 통일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검색엔진개발(프로토타입)

o 통일 빅데이터센터 서버센터구축

o 북한과 통일관련 자료 620건 이상 수집(기존목표 100건)

o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와의 MOU

☞ 북한 및 통일관련 1,2차 자료들의 통합적 관리활용 모델제시

☞통일을 위한 학제간 융합 교과과정에서 통합 데이터 활용 모델제시

③ 평양과기대 교류협력사업

o 평양과기대-한동대 워크샵실시 (교육교류협력에 대한 논의)

o 평양과기대 총장, 교수진 및 한동대생과 토크쇼

o 평양과기대 평양학술대회 참여(‘19년 10월, 이○○교수)

o ICT 전공관련 동영상콘텐츠정리 및 제작

o IT-Working Group의 지속적인 교류

o 전공도서기증 (전산전자전공도서 170권)

☞ 평양과기대와의 교육협력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교육 모델지속개발 

☞ 남북한 대학간 교육협력 및 통일교육의 선구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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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수의 외부전문가 특강실시

o 신입생 및 재학생 통일교육: 8회

o 통일아카데미개설(학생): 16회

o 통일아카데미개설(교직원): 1회

o 통일아카데미개설(지역사회): 12회

o 통일아카데미개설(외국인): 2회

o 옴니버스통일세미나(1): 4회

o 옴니버스통일세미나(2): 6회

o 한동통일교육주간지원: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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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과제별 실적

r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① 교양필수(선택군) 교과목 개발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1개의 과목이 개발되며, K-MOOC 통일한국개론 수업의 교양선

택필수선택군에서 수강이 가능하게 됨. 

- 정성적 측면: 전교생 대상 교양필수선택군에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통일 기초 

역량 및 통일인식 증진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강좌 수
1 1 10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1) 과목 개설 

-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통일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기초

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통일한국개론 수업을 학생들이 필수선

택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며, K-MOOC로 개발되어 있는 통일한국개론 수업

을 전교생이 교양필수선택군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권장함 

 2) 과목 개발

- 두 번째 교양(선택) 필수과목을 개발함.

- 심화 통일교양과목(가칭:‘통일 후 한반도’)을 개발하고, 2차년도부터 과목

을 개설하고자 함

- 기존의 통일교양과목(통일한국개론)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중심

으로 하였다면 신설되는 과목은 통일 후를 상정하여 통일 후 발생 가능한 여러 

쟁점을 도출하고 해당 쟁점들에 대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

-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임을 고려하여 팀 프로젝트 등 자

기주도형, 문제해결 중심의 능동적 통일교육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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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성과 

   - 심화 통일교양과목(‘통일 후 한반도’)을 개발완료하였으며 2차년도부터 과

목개설예정.

   - ‘통일후 한반도’ 과목의 교과목개발 교수와 전공, 주차별 주제는 아래와 

같음.

<교양필수(선택군) 교과목개발 담당교수>

구분 담당교수 학부(소속) 연구과제(개발과목)

1 송○호 법학부

‘통일 후 한반도‘ 과목개발 

2 전○희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3 최○준 ICT창업학부

4 박○춘 전산전자공학부

5 정○호 창의융합교육원

6 박○현 글로벌 리더십학부

7 서○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8 이○호 법학부

<‘통일후 한반도’ 주차별 주제 - 커리큘럼>

구분 주차별 주제(Topics) 담당교수

1 오리엔테이션, New 코리아의 과제와 나아갈 길 박○춘

2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분단 Trauma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 분석

전○희3 남한과 북한 문화의 상호 존중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방안

4 한 민족으로서의 통합된 정체성 확립 방향성에 대한 모색

5 전환기 정의의 문제
송○호

6 통일 후 국유재산 사유화의 문제

7 통일 후 화폐통합
최○준

8 통일 전후 교육과정

9 통일 후 통치구조의 문제 송○호

10 북한의 과학기술의 역사와 전망_싱가폴과 이스라엘의 벤치마킹
정○호

11 4차산업혁명과 북한의 미래_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업, 스마트 유통

12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IT 정책
박○현

13 남북한 동질감 회복을 위한 IT정책

14 북한의 주요 도시지역발전의 이해 및 통일후 개발 방향
서○수

15 통일한반도 수도 선정 시나리오 및 한반도 메가로 폴리스 구축 가능성

16 체제전환기의 기업가정신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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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차년도 계획 

   - 기존 개설과목인 ‘통일한국개론’과 1차년도에 개발된 ‘통일후 한반도’

과목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연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1차년도에 개발된‘통일후 한반도’교양과목을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

강하는 과목으로 개설하여 자기주도형, 문제해결 중심의 능동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교육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들을 교과목내용에 반영하여 해당 

교과목을 보완 및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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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전공 교과목 개발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통일전공기초과목 2과목 개발

- 정성적 측면: 통일전공 트랙 개설 준비 성과 제고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강좌 수
2 4 20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 4년 후 학제융합적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교내 창의융합교육원에 통일 전공 신

설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해 통일 전공 교과목을 개발함

- 학생들이 자기주도 설계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준비함

- 이러한 통일전공운영을 위한 통일전공기초과목을 1년 차에 2과목을 개발함  

 o 주요 성과  

- 1차년도 목표치(2과목)의 200% 성과달성(4과목 교과개발)

- 개발한 통일전공기초 4과목의 담당교수 및 전공, 과목별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음.

<통일전공 교과목개발 담당교수>

구분 담당교수 학부(소속) 개발 교과목명

1 박○춘 전산전자공학부 Circuit Theory I / Engineering Electromagnetics

2 최○준 ICT창업학부 독일통일개론

3 송○호 법학부 통일법제론2

4 서○수
공간환경

시스템공학부
통일한반도개발 마스트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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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커리큘럼 – Circuit Theory>
구분 담당교수 주차별 주제(Topics)

1

박○춘

 Introduction and basic concepts Ohm’s law,  Kirchhoff’s law, Single-Loop, Node-Pair Circuits

2  Circuits with Series-Parallel Combinations of Resistors, Circuits with Dependent Sources

3  Nodal Analysis / Application Example, Op-Amp Circuits

4  Loop Analysis / Application Example, Op-Amp Circuits

5  Op-Amp Application, Superposition

6 Thevenin and Norton Theorems, Maximum Power Transfer

7  dc SPICE Analysis / Capacitors and Inductors

8  Midterm Exam / Capacitor and Inductor Combinations / RC Op-Amp Circuits

9 RC Op-Amp Circuits, First-Order Circuits, Step by step_pulse

10  Second-Order Circuits / Design and Application

11  Sinusoidals, Phasors

12  Impednace and Admittance, Basic Analysis, AC PSPICE Analysis

13  Steady State Power Analysis

14  Complex power

15  Resonant Circuits, Filter Network

16  Final Exam

<과목별 커리큘럼 – Engineering Electromagnetics>
구분 담당교수 주차별 주제(Topics)

1

박○춘

 Intro,Ch1 Introduction, Ch2.1-2.3 VectorAnalysis

2  Ch2.4 VectorAnalysis, Ch2.4-2.5 VectorAnalysis

3  Ch2.6-2.7 VectorAnalysis, Ch2.7-2.8 VectorAnalysis

4  Ch2.9-2.10 VectorAnalysis, Ch2.10-2.11 VectorAnalysis

5  Ch3.1-3.3 StaticElectricFields, Ch3.3-3.4 StaticElectricFields

6  Ch3.5-3.6 StaticElectricFields, Ch3.6-3.7 StaticElectricFields

7  Ch3.8-3.10 StaticElectricFields, Ch3.10-3.11 StaticElectricFields

8  Midterm

9  Ch4.1-4.3 SteadyElectricCurrent, Ch4.3-4.4 SteadyElectricCurrents

10  Ch4.5-4.6 SteadyElectricCurrents
11  Ch5.1-5.3 StaticMagneticFields, Ch5.3-5.4 StaticMagneticFields
12

 Ch5.5-5.6 StaticMagneticFields, Ch5.7-5.8 StaticMagneticFields
13

 Ch5.9-5.10 StaticMagneticFields, Ch5.11-5.12 StaticMagneticFields
14

 Ch5.12 StaticMagneticFields, Ch6.1-6.2 Maxwell’sEquation
15

 CH6.2-6.3 Maxwell’sEquation, Ch6.3 Maxwell’sEquation
16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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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커리큘럼 – 독일통일개론>

구분 담당교수 주차별 주제(Topics)

1

최○준

독일통일 개관 1

2 독일통일 개관 2

3 헬무트 콜 (Helmut Kohl)

4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

5 통일과 화해

6 독일통일 전후의 교육과정

7 독일 통일과정의 시사점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

8 중간고사

9 독일통일과 지방자치

10 독일통일의 몰수재산 처리와 국유기업의 사유화

11 독일통일의 화폐통합

12 독일통일과 불법청산

13 팀별 발표

14 팀별 발표

15 팀별 발표

16 기말고사

<과목별 커리큘럼 – 통일법제론2>

구분 담당교수 주차별 주제(Topics)

1

송○호

통일에 대한 이해 – 제한 헌법 세대로서의 통일 준비

2 북한의 체제이념 심화 이해 – 10대 원칙에 대한 이해

3 북한의 규범체계에 대한 심화 이해 – 북한의 법 제정에 대한 이해

4 북한의 개별법에 대한 심화이해 – 북한의 행정법에 대한 이해

5 북한의 사법제도에 대한 심화 이해

6 해외 사례에 대한 심화 이해 (1) - 독일의 사법통합에 대한 이해

7 해외 사례에 대한 심화 이해 (2) - 중국, 홍콩 마카오의 일국양제와 사법 공조

8 중간고사

9 해외 사례에 대한 심화 이해 (3) - 베트남의 개혁 개방과 북한의 적용

10 북한 법제의 변화 (1) - 장애인 법제의 실태와 변화

11 북한 법제의 변화 (2) - 북한 재난관리법제의 변화

12 국제적 관점에서의 법적 이슈(1)

13 국제적 관점에서의 법적 이슈 (2)

14 통일 단계의 심화 이해 – 기존 통일 논의의 재구성 – 1체제 2국가 통일론

15 통일 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사례 발표 (학생 참여)

16 기말고사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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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커리큘럼 – 통일한반도개발 마스트플랜>

구분 담당교수 주차별 주제(Topics)

1

서○수

통일 한반도 재건 마스트플랜 강의 개요

2 사회주의 도시의 등장과 몰락

3 평양을 통해 바라본 북한 건축 및 도시의 어제와 오늘

4 남한의 도시 건축 개발 패턴 분석

5 독일 통일 과정과 도시지역 구조 혁신

6 통일 한반도의 중심도시 수도 선정 시나리오

7 통일 한반도의 성공적인 다핵적 도시지역 개발 패턴

8 중간고사

9 통일 한반도 국토 개발 로드맵

10 통일 한반도의 글로벌 교통 인프라망 구축 및 국가 공간 구조 변화

11 통일 한반도의 역사 보존 및 도시 재생

12 통일 한반도 첨단 스마트시티 개발 로드맵

13 통일 한반도 친환경 그린시티 개발 로드맵

14 통일 한반도 창조 문화 도시 개발 로드맵

15 통일 한반도 재건 마스트플랜 리뷰

16 기말고사

 o 2차년도 계획 

   - 1차년도 개발된 통일기초전공교과 4과목을 수정 및 보완함.

   - 추가적으로 개발할 연구과제를 공모 및 선정하여 2차년도에 추가로 2과목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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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일전공 콘텐츠 개발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5~10개 과목의 통일교육콘텐츠 작성 및 운영

- 정성적 측면: 개발된 통일교육 콘텐츠(부교재, 강의안 등)를 통해 각 전공별 통

일 대비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게 됨.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강좌 수
5 9 18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 교내 각 학부에 통일교육 주관교수를 선정: 각 학부 별로 전공영역과 관련된 통

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통일교육 주관교수로 위촉 

 * 인문계열만이 아닌 이공계와 인문계 사이의 균형 잡힌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 기존 수업에서 활용가능 한 통일교육 콘텐츠 작성 및 운영

 * 개발된 통일교육의 콘텐츠(부교재, 강의안 등)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각 전

공별 통일 대비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o 주요 성과

- 교내 각 학부에 통일교육 주관교수를 선정: 각 학부 별로 전공영역과 관련된 통

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통일교육 주관교수로 위촉 

 * 인문계열만이 아닌 이공계와 인문계 사이의 균형 잡힌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통일전공콘텐츠개발 담당교수>

구분 담당교수 학부(소속)

1 서○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이공계)

2 송○호 법학부 (인문계)

3 이○운 법학부 (인문계)

4 이○실 창의융합교육원 (인문계)

5 이○실 창의융합교육원 (인문계)

6 이○구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이공계)

7 이○경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이공계)

8 정○호 창의융합교육원 (이공계)

9 최○준 ICT창업학부 (인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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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0개 과목의 통일 교육 콘텐츠 작성 및 운영

- 개발된 9개의 통일교육의 콘텐츠(부교재, 강의안 등)를 통해 각 전공별 통일 

대비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됨.

<통일전공콘텐츠개발 연구과제>

구분 담당교수 학부(소속) 연구과제(개발과목)

1 서○수
공간환경

시스템공학부
통일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도시및지역개발론)

2 송○호 법학부 남북한의 법 체계 비교(법학입문)

3 이○운 법학부
 헌법 제1조 내지 제4조에 관한 

통일교육콘텐츠개발(헌법1)

4 이○실 창의융합교육원 통일교육의 의미와 실제(교육학개론)

5 이○실 창의융합교육원 탈북청소년 이해와 학습지도(교육심리)

6 이○구
콘텐츠융합
디자인학부

통일 이후 한민족 정체성을 위한 
국가상징재정립(캡스톤디자인)

7 이○경
공간환경

시스템공학부
북한 지질 환경의 

구조물건설지반공학(지반공학)

8 정○호 창의융합교육원
4차산업혁명과 북한개발 방법론 연구 

(과학기술과인간정신) 

9 최○준 ICT창업학부
종교적 세계관으로 본 통일과 화해

(종교적 세계관)

  o 2차년도 계획 

- 1차년도에 개발된 통일교육 콘텐츠를 포함하여 교과목을 진행하며, 진행과정

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 및 보완하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 해당 교과목에 

적용함.

- 2차년도에 새로운 통일교육 콘텐츠개발을 위한 공모 및 과목선정을 통해 이

공계와 인문계 사이의 균형 잡힌 통일관련 콘텐츠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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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일교육 빅데이터센터 운영(연구개발)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북한 및 통일, 통일교육 관련 자료 100건 확보

- 정성적 측면: 북한 및 통일 관련 수집 자료들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모델 제시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 관련 데이터 수집 건수

100 620 62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 북한의 교육시스템, 커리큘럼, 교과서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통일 교

육과 향후 통일 후 교육에 기본 자료로 활용 

  * 국내외 북한 전문 기관에서 발생하는 북한 및 통일교육 관련 자료 중 통일 

교육 컨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 수집으로 각 전공영역에서 통일 교육 

콘텐츠 개발 시 통합적 자료 제공

-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검색을 위한 저장소 및 검색 방법 연구개발. 

 o 주요 성과 

- 북한 및 통일, 통일교육 관련 자료 620건 확보

<통일관련빅데이터 수집목록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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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련빅데이터 수집목록 예시2>

<통일관련빅데이터 수집목록 예시3>

- 북한 및 통일 관련 수집 자료들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모델 제시

  * 통일빅데이터센터는 북한, 통일 관련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검색포털의 모

델을 제시함.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하여 학술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교수,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자료를 손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함. 

또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북한, 통일 자료에 접

근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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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빅데이터센터 전체 아키텍쳐>

  o 2차년도 계획 

- 2차년도에도 북한 및 통일관련 전문 콘텐츠 데이터자료를 100건 이상 수집함.

-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검색엔진을 보완하여 검색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웹페이지 검색시스템을 위해 연구개발함.



- 27 -

⑤ 옴니버스 통일 세미나(1)

 o 달성목표: 

1) 정량적 측면: 매년 1권의 책 발간 및 학생 강연

2) 정성적 측면: 통일 대비 연구 성과의 제고와 대학 내 파급효과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1 1 100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지역주민 대상 통일인식 확산

20 25 25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1) 사업 기간 4년 내에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일 한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주요 외국의 사례를 공시적, 통시적 관점

으로 고찰하는 전문가 중심의 옴니버스 통일 세미나를 개최

 2) 이를 위해 1년차 사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전문가들과 옴니버스 세

미나를 개최하고, 교내 통일 전문 교수들이 교내 교양통일과목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교재용 책을 발간함.

 3) 이를 통해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함(연구개발과 강좌운영의 

종합적인 운영체계).

 o 주요 성과

1) 정량적 측면: 

  (1)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과 4회의 옴니버스 세미나(특강) 개최

<옴니버스통일세미나 전문가 특강>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내용

1 주○하

동아일보 7
‘19.07.04
/법무법인

광장

특강주제: 북한의 역사 교육



- 28 -

   

  (2) 1권의 책발간  - 교내 통일전문교수들이 교내의 교양통일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용 책을 발간함. 6명의 다양한 전공 교수가 참여함.

<옴니버스 통일세미나 책발간 주제 >

구분 담당교수 소속 주제

1 김○정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북한이탈 주민들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2 송○호 법학부 시대적 사명으로써의 통일 준비

3 전○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통일민이 되기 위한 역량 기르기

4 최○준 ICT 창업학부 독일통일의 교훈

5 박○춘 전산전자공학부 분단의 역사적 고찰, 북한의 과학기술

6 원○천 법학부 북한에 대한 이해: 국제인권과 북한

2 최○희

샌드연구소 6
‘19.07.24
/통일과 
나눔

특강주제:
남북한 현대사의 통합적 이해와 
통일 과정에서 역사인식의 갈등을 

대비하기 위한 모색

3 태○호

- 6
‘19.08.05
/통일과 
나눔

특강주제:
남북한 현대사에 비추어 본 통일

4 김○욱

북한개발
연구소

6
‘19.08.19
/통일과 
나눔

특강주제: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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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 측면:

- 교내 6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공동으로 통일 교양 도서를 발간하여 교내 통일 

교육, 연구의 파급효과를 도모함.

- 발간한 교재는 교내 통일교양과목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o 2차년도 계획 

- 전문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통일과정 및 통일 후 발생가능한 다양

한 갈등 및 쟁점들에 대비한 연구를 지속함.

- 전문자들 간의 깊이 있는 토론 및 연구결과를 강연, 포럼 등의 대중 통일교육

에 반영하며, 책으로 발간하여 통일교육의 콘텐츠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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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통일교육 강좌 운영

⑥ 신입생 및 재학생 통일교육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신입생 및 재학생의 통일교육 수강

- 정성적 측면: 매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통일 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

한 기초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 수

250 1005 402%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통일교육 실시

  * 2019년 차 사업 시작이 1학기 시작 후 진행되므로 사업 첫해는 신입생 및 재학생 

포함 통일 특강 실시 (1~5시간) 또는 K-MOOC 등 온라인 교육(5~13시간)을 통한 통일 

교육. 

- 1학년 교양필수과목인「인성교육」수업에서 통일교육 콘텐츠를 넣어 통일인

식 확산 및 통일준비를 하도록 함(1~3시간)

  *팀 모임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보충함(3시간).

- 강의평가 및 설문을 통한 자체 평가 시행.

 o 주요 성과 

   -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8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1,005명의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한동인성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신입생 집중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인식 

확산 및 통일준비를 위한 자세를 제시함.

   - K-MOOC과정을 통해 2019년 1,2학기에 ‘통일한국의 준비와 조망’이라는 

온라인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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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재학생 통일교육 8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1 윤○관 서울대학교 70명
‘19.05.07
/한동대

21세기 국제정치와 한반도, 그리고 통일리더십

2
마○클
슐○터

Relational 
Peacebuilding 
Initiatives

12명
‘19.09.19
/한동대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Christian 
Perspective on Why and How

3 이○로 고려대학교 343명
‘19.10.30
/한동대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리더십

4
졸업생
9명

- 82명
‘19.11.08
/한동대

졸업생 토크콘서트

5 허○일 그날교회 45명
‘19.11.14
/한동대

북한의 현황과 우리가 해야할 일

6 송○호 한동대학교 256명
‘19.11.27
/한동대

시대적 사명으로서의 통일준비

7
박○춘
외 6명

한동대학교 96명
‘2019-1학기

/한동대
KMOOC 1학기: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8 
박○춘
외 6명

한동대학교 101명
‘2019-2학기

/한동대
KMOOC 2학기: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o 특강사례1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송○호 한동대학교 70명
‘19.11.27
/한동대

시대적 사명으로서의 통일준비

내 용
추후 다가올 통일 시대의 주역들이 어떠한 시대정신을 가져야 하는지 제시한다. 또한,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통일리더로서 어떠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제시한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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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강사례2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박○춘 교수
외 6명

한동대학교 96
‘2019-1학기

/한동대
KMOOC 1학기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내 용

K-MOOC강의로 역사적 관점에서 분단가 통일을 바라보는 총론적, 거시적 접근과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다른 나라의 통일, 남북관계에 대한 각론적, 미시적 
접근을 한동대 특유의 공동체적 시각을 병행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함유토록 함

사 진

 o 2차년도 계획 

  - 1학기와 2학기에 실시하는 「인성교육」수업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통일교

육 콘텐츠를 통해 통일인식 확산 및 통일준비를 하도록 함 

  - K-MOOC 등 온라인 교육을 통한 통일 교육실시

  - 팀모임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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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일 빅데이터 센터 교육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교육 실습을 통한 통일 빅데이터 센터 관련 시스템 설계 및 프

로토타입 1건 이상 

  - 정성적 측면: 교과 실습을 통한 이공계 관점에서의 실제적인 통일교육 도모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교육관련 콘텐츠활용강좌 수 

(1학기: 통일 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젝트 진행
 2학기: 빅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2건 2건 10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 이공계 수업 내에서 통일관련 시스템 설계 및 프로토타입 구현 

*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전산전자공학부에서 매년 1학기에 진행되고 데이터베이

스 수업에서 4인 한 그룹으로 이루어진 5팀이 통일 빅데이터 센터 및 검색 엔

진 구축 등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함.

* 2학기에는 공학프로젝트기획 과목에서 2개 팀이 통일 빅데이터 시스템 프로

토타입을 위해 백엔드(Back-end) 시스템과 프론트엔드(Front-end) 시스템 구

현을 위한 설계 프로젝트 진행.

 o 주요 성과 

- 학생들이 통일 관련 주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학적 기술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안목을 얻고, 공학자로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경험.

- 이공계 수업 내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확인했고, 2년 차에 시스템 설계 관련 수업 등에 확장 적용 가능

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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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빅데이터센터 교과운영사업 교과프로젝트과제> 

구분 담당교수 소 속
참가 
인원

전공 교과명 프로젝트 명

1 남○창 전산전자공학부 19명
Database 
System

통일 빅데이터 센터 및 검색 엔진 구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젝트

2
남○창/
홍○길

전산전자공학부 4명
공학프로젝트

기획

1. 통일빅데이터센터 프론트엔드
  - 통일빅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2. 통일빅데이터센터 백엔드
  - 데이터수집 및 검색엔진개발

 - Database System 프로젝트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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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프로젝트기획 연구내용

 o 2차년도 계획 

 - 전산전자공학부 내에서 진행되는 설계 관련 수업인 소프트웨어 공학과 데이

터베이스 수업에서 통일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그룹 프로젝트 확대 실행

 - 통일 빅데이터 센터 공학프로젝트 수업을 종료한 학생들이 내년도 1학기

에 캡스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설계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구현 실행

 - 내년도 2학기에 통일 빅데이터 센터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확장 설계를 

공학프로젝트기획 수업을 통해 진행



- 37 -

⑧ 옴니버스 통일 세미나 (2)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학생, 교수 등 대상으로 전문가 세미나 강연 1~3회 개최.

- 정성적 측면: 통일 대비 연구 성과의 제고와 대학 내 파급효과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 수

87 131 15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 옴니버스 통일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진 전문가들 간의 깊이 있는 토론 및 연구 

결과를 정규 교과 또는 비교과의 강연, 포럼 등 대중 통일교육에 반영하여 연구

와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함(연구개발과 강좌운영의 이원화된 운영체계).

- 전문가들을 한동대학교로 초청하여 교내에서 학생, 교수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o 주요 성과

1) 정량적 측면

 - 교내 학생, 교수 대상으로 한동대학교에서 전문가 세미나 강연 6회 개최.

 - 총 131명의 학생 및 교수 등이 참가하는 깊이 있는 토론의 장.

2) 정성적 측면 

 - 한동의 통일 관심도와 역량의 대내외적 공유, 통일 연구, 교육의 대학내 파급

효과 도모.

<옴니버스 통일세미나 학생대상 6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세미나특강주제

1 조○숙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11명

‘19.09.18
/한동대

통일준비차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2 강○완 동아대학교 7명
‘19.09.25
/한동대

북한 주민의 삶과 모습

3 윤○휘 경북대학교 5명
‘19.11.06
/한동대

통일국가의 유토피아 
– 이탈리아, 독일

4
김○철
외 6명

통일법센터LOOK 78명
‘19.11.08
/한동대

옴니버스통일세미나
- 통일법의 현황과 과제

5
최○희
외 3명

샌드연구소 21명
‘19.11.18
/한동대

옴니버스통일세미나
-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6 전○길 통일과나눔재단 9명
‘19.11.27
/한동대

지속가능한 통일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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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미나사례1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
대상

조○숙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11명
‘19.09.18
/한동대

통일준비차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내 용

현재 북한의 상황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제, 세계 경제의 악화, G2의 경쟁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자력갱생, 북한 인민의 체제의존성 약화, 장마당의 
활성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여건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청소년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 유물론적 사회주의, 군사문화, 벼랑끝 
전술, 원문통달식 교육환경 등으로 북한 이탈이후에도 남한에 적응이 힘든 실정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 진

 o 세미나사례2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김○철 외 6명 통일법센터LOOK 78
‘19.11.08
/한동대

옴니버스통일세미나
- 통일법의 현황과 과제

내 용
세미나주제1: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택 소유에 관하여 
             - 현재의 북한의 법제도와 현황에 비추어 살림집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
세미나주제2: 북한의 토지 및 주택의 권리 현황과 변화 방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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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차년도 계획 

- 학생 및 교수 등 교내구성원 대상의 전문가 세미나 강연을 1~3회 개최

- 1차년도 전문가 토론 및 세미나 결과를 2차년도 세미나 및 학생통일교육에 

활용

- 이를 통한 통일 대비 연구 성과의 제고와 대학 내 파급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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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통일리더스클럽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매년 2~5개의 통일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석·박사 학

생을 선정하여 지원함

- 정성적 측면: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통일 연구 역량 제고 및 발표회를 통한 성과공유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2 5 25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 대학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석·박사 학생 중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통일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함.

- 일회적 연구가 되지 않고 졸업 시까지 전공 영역의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하도록 함.

- 교내 발표회를 통해 학부생 등 전체 학교 구성원과 연구 성과 공유.

 o 주요 성과 

  - 통일리더스클럽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총 5개의 연구 콘텐츠가 개발됨 

  - 발표회를 통한 각 논문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통일 연구에 대한 역량 증대

  - 완성된 논문들을 취합하여 논문집으로 엮은 후 교내외에 공유, 통일교육에 활용

<통일리더스클럽 일반논문 지원사업 선정자 및 연구과제>

구분 참여자 소 속 특강주제

1 김○환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애착이론에서 바라본 고난의 행군세대 북한청년의 물질사용장애 취약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심리적, 신경 생리적 관점으로

2 박 ○
일반대학원
법학과

미국 대북제재법의 최근 동향 및 전망

3 강○선
일반대학원
법학과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4 송 ○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북한 출신 청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이중매개효과

5 송○은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탈북 청년의 성인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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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론에서 바라본 고난의 행군세대 북한청년의 물질사용장애 취약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심리적, 신경 생리적 관점으로

김○환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통일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
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과 더불어 연이은 한미, 북미 정상회담은 통일한국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
해 여러 가지 넘어야할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한국이 먼 미래가 아니라
는 청사진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 양국의 정치적 통일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통합으로 논의 될 수 있는 사람사이의 통합은 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 사이에 통일
에 있어서 양국의 사회 체제 시스템과 더불어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활환경에서 살아 왔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주요한 과
제일 것이다(전우택, 2007). 하지만 지난 반세기 넘는 남북 분단 기간 동안 남북한 사람들은 매우 다
른 생활환경에서 살아왔으며 특히 향후 통일 세대로 불리는 1990년대 전후 태어난 20-30대 남북 청
년들의 시대적 상황, 삶의 양식과 살아온 환경과 삶의 양태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이하 생략)

[사례 1]

미국 대북제재법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박 ○

한동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I. 서론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어왔으며 미 의

회에서 최초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H.R.757)』이 제정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회담을 통해 표명한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응하여 미국이 어떠
한 새 협상안을 향후 회담에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다른 
행정부라면 모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대북제재 해제에 대하여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대북제재 정책의 
방향성은 단순히 특정시기의 행정부가 주도하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틀에 국한되어 설명될 수 없
다. 지난 4년 동안 미 의회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 입법의 움직임들이 이를 확인케 한
다. (이하 생략)

[사례 2]



- 42 -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강○선
한동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1. 논문 주제와 목적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아동 관련 주요 법제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실태를 동 협약의 지표체
계를 바탕으로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과 내용
 1) 「아동권리보장법」과 아동 관련 법률 검토‧분석
  북한 아동 관련 법제의 현황에 관해서는 먼저 2010년에 제정되고 2014년에 개정된 「아동권
리보장법」의 개관과 주요 조항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밖에 아동 관련 법제에서 가정환경과 대
안양육, 교육, 보건, 소년사법, 장애아동 및 취약계층아동, 그리고 아동연령과 관련된 조항을 뽑
아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이하생략)

[사례 3]

북한 출신 청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이중매개효과

송 ○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2016년 이후 3만 명을 돌파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는 2019년 6월 기준 3만 3천 명에 달하고 
있다(통일부, 2019), 2018년 5월 통일부 등록자료 기준에 따르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20~30대의 숫자는 11,063명으로 18년 5월 기준 전체 입국 연령대의 약 30%에 해당한다(남
북하나재단, 2019). 북한을 떠나 남한 문화를 새롭게 경험하고 마주하게 된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
기에 속하는 북한 출신 청년들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속화되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이들이다(전명희, 박정아, 조성휘, 2018).

어려운 시기를 지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는 과정은 개인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 이
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남한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형성한 고유한 문화에
서 남한의 새로운 문화로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남한으로 온 북한 출신 청년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Redfiel, Linton, Herskovits(1936)는 이러한 
과정을 문화적응이라고 명명했다. (이하 생략)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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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년의 성인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송○은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거주하는 탈북 청년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이에 정서지능
과 대인관계 능력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필요성

  탈북청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
며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남한 사회에 정착과 적응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탈북청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녹록치 않은데, 특히 새로운 제도와 정책,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정민, 황선영, 2008). 한민족인 남한에 
가면 환대받으며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사회체제, 남한 사람들로
부터의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는 무시와 경멸을 경험하게 된다(정병호, 2004). 
특히 청년들의 대학생활 적응이나 직장이직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 정보 기술 습득 그리고 대인
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적응에서 심리적 열등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역량과 경험 결여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빈번이 일어난다는 것(김인숙, 유시은, 2015)을 바탕으로 탈북청년
들이 남한 정착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생략)

[사례 5]

 o 2차년도 계획 

- 1차년도의 연구가 일회적 연구가 되지않도록 2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공영역의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하도록 권장함

- 2~5개의 콘텐츠개발을 지원하여 한동대 석박사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함.

- 2차년도 하반기에 2년간 축적된 연구성과를 교내발표회를 통해 학부생 등 전체 

학교 구성원과 연구성과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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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양과기대 교류 협력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1) 한동대학교-평양과기대 워크숍 1회 개최

  2) 이공계 과목 개발 1과목 이상 공동 개발 

- 정성적 측면 

  1) 북한 평양과기대와 교육협력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통일 

교육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

  2)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한의 대학과 북한의 대학 

간 교육 협력 및 통일 교육의 사례로 삼을 수 있음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한동대-평양과기대 교육 워크숍 개최 1회 1회 100%

이공계 과목 개발 1과목 0 0%

 o 세부프로그램 개요

- 한동대학교-평양과기대 워크숍 개최 (11월 6일)

 *참석자: 한동대에서 총장 및 교수 6명, 평양과기대에서 총장 및 교수 4명

 *일  정: 10:00~14:00 교수 공동워크숍 및 협력방안 논의

- 평양과기대 교수와 함께 하는 팀모임 진행 4팀 (14:30~18:00)

- 한동대-평양과기대 토크콘서트 개최 (19:00~21:00)

 o 주요 성과

- 한동대학교-평양과기대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

의. 동영상 수업 자료 공유 및 피드백 확보, 공동 진행 가능 프로젝트, 공동연구 

등 논의

- 한동대학교-평양과기대 교육 협력의 일환으로 교과서 기증.

- 한동대학교-평양과기대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

의. 동영상 수업 자료 공유 및 피드백 확보, 공동 진행 가능 프로젝트, 공동연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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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과기대 교류 협력 행사내용>

구분 행사명 참석자(강사)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1
한동대-평양
과기대워크샵

한동대총장 및 
교수6명,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4명

13명
‘19.11.06
/한동대

교육 교류협력 워크샵 진행

2
평양과기대

교수진토크쇼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3명
91명

‘19.11.06
/한동대

평양과기대 x 한동대학교
토크콘서트

3
팀모임
전○택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3명

89명
‘19.11.06
/한동대

평양과기대 팀모임

4
특강진행
이○산

한동대
이○산교수 

100명
‘19.12.17
/한동대

북한의 과학기술의 이해

5 전공도서기증
한동대 김○석교수

외 재학생
170권

‘19.06.03-05
/한동대

평양과기대 전자공학학부 학생들을 
위한 전공도서기증 캠페인

 o 워크샵사례1

구분 소 속 참가인원 일시/장소 진행사항

워크샵 개최 한동대학교 13명 ‘19.11.06/한동대 교육 교류 협력 워크샵 진행

내 용
평양과기대학교와 한동대학교의 교육 교류 및 협력 사안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협력 프로젝트 진행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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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양과기대교수진토크쇼 사례2

구분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주제

교내구성원 대상 한동대학교 91명
‘19.12.06
/한동대

평양과기대 x 한동대학교
토크콘서트

내 용

평양과기대 교수진의 평양과기대 소개로 시작하여, 평양과기대의 현황과 평양과기대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크쇼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공유한다. 

평양과기대와 한동대학교가 추후 통일 한국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진솔한 궁금점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 진

 o 2차년도 계획 

- 북한은 대학 간 통일 교육 협력의 사례로 제 3국에서 평양과기대 학생들을 초

청한 단기 강좌 개설

-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교육 협력 추진

- 1년차 목표였던 이공계 교과목 개발 추진

- 한동대-평양과기대 교류협력 2차년도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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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일 아카데미 개설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1) 교내 구성원(학생/교직원) 대상 학기별 1회 통일 아카데미 실시

2) 지역사회 대상 총 4회 강의

3) 외국인 교수/학생/외국인 대상 학기별 1회 통일 아카데미 실시

- 정성적 측면 

1) 한동대 학생 및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 한동대 내/외부의 외국인들의 통일 

기초역량 및 관심 분야별 네트워크 강화

2) 통일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외국인에 대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도모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수

통일관련 특강 교직원참여자수
400
40

1554
67

388
167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지역주민대상 통일인식 확산실적

80 331 413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 확산실적

30 37 123

 o 세부프로그램 개요

- 다양한 주제의 통일아카데미 실시

 *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통일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득

력 있는 강의와 동시에 통일 후를 살아갈 20대 학생의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으

로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를 병행하여 진행함(예, 통일 후 직업 수요 예측 등)

 * 대학에서 준비된 통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주민, 공무원, 지역 내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개설

 * 외국인 교수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공과목과 통일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영

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글로벌 관점의 통일교육을 도모함.

 * 국내외 외국인 대상 통일강연

- 단순히 1회성 수강이 아니라 통일아카데미를 통해 관심사가 유사한 수강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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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네트워크를 맺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함 

- 강의 및 토론 자료를 취합하여 통일 전문 역량 강화의 방법으로 활용

o 주요 성과 

- 교내 구성원(학생/교직원) 대상 총 16회 특강으로 통일 아카데미 실시 

- 지역사회 대상 총 12회 특강실시

- 학교 정원 3,984명 중 50.6%가 수강함. 목표초과 달성

- 한동대 학생 및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 한동대 내/외부의 외국인들의 통일 

기초역량 및 관심 분야별 네트워크 강화

<통일아카데미 특강 학생대상 16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1 송○수
신지양식

유한공사대표
161

‘19.04.10
/한동대

북한의 농업

2 송○호 한동대학교 32
‘19.05.16
/한동대

시대적 사명으로서의 통일, 
균형잡힌 통일인식

3
니○○
○야

게이오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28
‘19.09.04
/한동대

일본의 한반도 정책
- 북한문제와 한일관계

4 김○향 개성공단 50
‘19.09.05
/한동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경제

5 이○현 변호사 17
‘19.09.17
/한동대

탈북자에 대한 이해 
(국내거주 탈북자의 적응실태)

6 조○숙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182

‘19.04.10
/한동대

통일준비차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7
남○창 
외 4명

한동대학교 11
‘19.09.25
/한동대

교수님과 함께하는 통일토크

8 강○완 동아대학교 185
‘19.09.25
/한동대

북한 주민의 삶과 모습

9 오 ○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전 UN 대사

64
‘19.04.10
/한동대

Human Rights in the United Nations: 
A Focus on North Korea

10 양○철 봉제사업대표 173
‘19.10.02
/한동대

크리스쳔 비즈니스 in NK

11 김○일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17

‘19.10.16
/한동대

한반도 평화정착의 두 가지 근본적 과제와 
그 해법

12 송○수
신지양식

유한공사대표
183

‘19.04.10
/한동대

북한과 농업

13 임○섭 법무법인 광장 42
‘19.11.04.
/한동대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 추진 방안

14 윤○휘 경북대학교 171
‘19.11.06
/한동대

통일국가의 유토피아 – 이탈리아, 독일

15 최○식 대구지검 78
‘19.11.08
/한동대

통일특강

16 전○길 통일과나눔 160
‘19.11.27
/한동대

통일한국 브랜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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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아카데미 특강 교직원대상 1회 실시>

구
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1 김○향 개성공단 67
‘19.09.05
/한동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경제

<통일아카데미 특강 지역사회대상 12회 실시>

구
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1 이○욱 경북 미래전략기획단 6
‘19.05.29
/한동대

경북 남북교류팀 간담회

2 송○호 한동대학교 법학부 19
‘19.06.21
/한동대

북한에 대한 이해

3 송○호
한동대학교
법학부

74
‘19.07.30
/한동대

쥬빌리캠페인 특강

4 정○호 한동대학교 35
‘19.08.10
/한동대

재일조선인학생 방문행사

5 송○호
한동대학교
법학부

19
‘19.09.05
/한동대

북한 체제의 특징

6 김○향 개성공단 27
‘19.09.05
/한동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경제

7 박○구 서북선교회 49
‘19.09.26
/한동대

통일코리아와 국제관계: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8 송○호
한동대학교
법학부

5
‘19.10.05
/한동대

북한에 대한 이해

9 김 ○ 경남발전연구원 34
‘19.10.17
/한동대

변화하는 북한 – 변화하지 않는 북한 
그리고 통일

10 강○완 동아대학교 8
‘19.11.07
/한동대

북한 주민의 삶과 모습

11 김○숙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
23

‘19.11.28
/한동대

북한적 용서에 대한 성찰

12 최○준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32
‘19.12.04
/한동대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

<통일아카데미 특강 외국인대상 2회 실시>

구
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1 오 ○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전 UN 대사

17
‘19.09.25
/한동대

Human Rights in the United Nations: 
A Focus on North Korea

2 전○자 평양과기대 20
‘19.11.06
/한동대

외국인 재학생과 함께하는 팀모임
- 외국인 관점에서의 평양과기대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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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강사례1 (학생대상)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니○노
○야

게이오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28
‘19.09.04
/한동대

일본의 한반도 정책
- 북한문제와 한일관계

내 용
일본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현재 한일 관계의 현황과 그에 대한 진달을 통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한일 양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다방면에서 
한일관계를 조명하며,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공통 과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사 진

 o 특강사례2 (학생대상)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전○길 통일과나눔 160
‘19.11.27
/한동대

통일한국 브랜딩전략

내 용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대해서 알아보며 SDG 개념을 통일한국의 개념에 

적용시켜 통일을 위해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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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강사례3 (지역사회)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지역사회 
대상

김 ○ 경남발전연구원 34
‘19.10.17
/한동대

변화하는 북한 – 변화하지 않는 
북한 그리고 통일

내 용

현재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확인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통일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며, 향후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한다. 

사 진

 o 특강사례4 (외국인)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오○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전 UN 대사

17
‘19.04.10
/한동대

Human Rights in the United 
Nations: A Focus on North Korea

내 용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human society.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ensured in the context of human society. 

Suggestions for dealing with DPRK Human Rights in Parallel with the Peace Process.
1. Technical (Non-political) Approach 2. Institutional Approach 3. Civil society 

(Non-governmental) Approach.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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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차년도 계획 

- 교내 구성원(학생/교직원) 대상 학기별 1회 통일 아카데미 실시

- 지역사회대상 총 4회 이상 특강실시

- 외국인 교수/학생/교직원 대상 학기별 1회 통일아카데미 실시

- 한동대 학생 및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 한동대 내/외부의 외국인들의 통일기초역

량 및 관심 분야별 네트워크강화

- 통일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외국인에 대한 남북관계의 특수성 이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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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동통일교육 주간지원

[통일부 통일교육주간(‘19.05.20~26) 및 한동대 북한중보주간(19.11) 연계]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2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결과보고서 제출

- 정성적 측면: 교수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의 자율적 통일 교육, 활동 의식 고취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수
250 742 296

 o 세부프로그램 개요

- 봄 행사

* 통일부 통일교육주간(‘19.5.20~26)과 연계하여 진행함.   

*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통일 관련 기관 방문 및 보고서 제출

- 가을 행사

* 한동대에서 10년 넘게 11월 셋째 주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학생통일

운동인 북한중보주간(North Korea Intercessory Week)을 “한동통일주간”으

로 재정의하고,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 자율적이며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이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학생들이 주도하는 외부 전문가 특강, 체험 행사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프

로그램 개발 지원

 o 주요 성과 

- 봄 행사

* 통일부 통일교육주간(‘19.5.20~26)과 연계하여 진행함.

*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통일 관련 기관 방문 및 보고서 제출

- 가을 행사

* 한동대에서 10년 넘게 11월 셋째 주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학생통일

운동인 북한중보주간(North Korea Intercessory Week)을 “한동통일주간”으

로 재정의하고,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을 지원함.

* 학생들이 주도하는 외부 전문가 특강, 체험 행사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프

로그램 개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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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지원: 이번 사업을 통해 신설 동아리 1개(한동 통일법학회) 신설됨. 

- 정성적 성과

* 교수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의 자율적 통일 교육, 활동 의식 고취

* 학생 자율적인 동아리 신설.

* 한동 졸업생 출신 통일 분야 활동가,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통한 한동 통일 선

후배 네트워크 형성

 

<한동통일교육 주간지원행사 11회 실시>

구
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1 원○천 한동대학교 20명
‘19.05.23

/통일관련기관
통일관련 기관 현장 방문

2 송○호 한동대학교 12명
‘19.10.08
/한동대

통일 법학 특강

3 김○향 제시키친 40명
‘19.10.25
/한동대

북한 음식 쿠킹 클래스

4
강○라
외 1명

서울예대 144명
‘19.11.04
/한동대

탈북민 특강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세)

5
트라우마회
복연구학회

트라우마회복
연구학회

50명
‘19.11.04
/한동대

통일인식 연구결과설명

6
북한중보
기도모임

북한중보
기도모임

77명
‘19.11.04
/한동대

북한의 종교의 자유 억압실태홍보

7
아주대

통일연구소
아주대 통일연구소 42명

‘19.11.05
/한동대

말랑말랑 북한과학콘서트

8
한동오케스

트라 외

한동오케스트라, 
하향, 

포항주찬양교회, 
너나들이하모니

138명
‘19.11.05
/한동대

통일하모니공연

9 통일법학회 통일법학회 82명
‘19.11.04-10

/한동대
북한여성인권전시회

10 세이지 세이지 121명
‘19.11.04-10

/한동대
북한인권전시회

11 김○주 북한인권정보센터 16명
‘19.11.12
/한동대

북한인권, 통일, 그리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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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봄행사사례 1

구분 인솔자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원○천 한동대학교 20명
‘19.05.23
/한동대

통일관련 기관 현장 방문

내 용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통일과 남북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통일현장을 체험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전문적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 진

 o 가을행사사례 2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김○향 제시키친 40명
‘19.

/한동대
북한 음식 쿠킹 클래스

내 용
북한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북한의 음식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음식을 통해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통일 의식을 

고취시킨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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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차년도 계획 

- 봄 행사

* 2020년 통일부 통일교육주간과 연계하여 진행함.

*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통일관련 기관방문 및 보고서 제출

- 가을 행사

* 11월 셋째 주 한동통일주간에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율적이며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통일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통일의식을 고취시킴

* 학생들이 주도하는 외부 전문가 특강, 체험 행사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프

로그램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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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일한국 공모전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공모전 개최, 수상작 선정

- 정성적 측면: 대학생 및 지역사회 학생들의 통일 관심 고취

 o 1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2 10 500

 o 세부프로그램 개요

- 연 1회 학생 대상 통일과 전공 영역을 융합한 통일 후 사회전망에 대한 공모대

회 개최

- 본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참여도를 제고하

고 통일인식을 대학 전체에 확산시도

 o 주요 성과

- 총 10개의 팀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일인식고취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통일인식확산에 기여함.

<통일한국 공모전 참가팀 및 주제>

구분 팀명 프로젝트 내용 수상작

1 나래 통일문제를 풀고 완성하는 통일 방탈출 게임 장려상

2 도란도란 작고 소중한 통일 소식지 장려상 / 인기상

3 UniKo_fee 통일과 북한관련 영상 시연회 통일교육선도대학 부단장상

4 통일아카데미 통일과 북한관련 책 배포 장려상

5 너나들이 북한음식(두부밥) 소개 -

6 너나들이 하모니 통일을 염원하는 합창공연 -

7 통일로 한동에게 들려주는 북한 여성인권 이야기 한동대 총장상

8 RECOVERACE 통일기원 가상마라톤 통일교육선도대학 단장상

9 느헤미야 통일을 한동에 외치는 자의 소리 통일교육선도대학 부단장상

10 바야바 어울림 (북한이탈주민 만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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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통일한국공모전 사례

 o 통일한국공모전 프로젝트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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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차년도 계획 

- 연 1회 학생대상 통일과 전공영역을 융합한 통일 후 사회전망에 대한 공모대회 

개최

- 본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참

여도를 제고하고 통일인식을 대학 전체에 확산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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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19년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등

1 잘된 점

o 1차년도 목표대비 전 영역에서 목표초과달성
- 전교생 3,984명의 약 86%가 통일관련행사 및 활동에 참가(기존목표 25%)
- 연구개발사업 간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개발(교과목개발) 160% 초과달성

- 연구개발사업 간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논문, 책발간 등) 320% 초과달성

- 지역사회 특강실적 356%, 외국인대상특강 123% 초과달성

o 통일빅데이터센터 구축
- 통일빅데이터센터 검색엔진개발(프로토타입)
- 통일 빅데이터센터 서버센터구축

- 북한 및 통일관련 1,2차 자료들의 통합적 관리활용 모델제시

- 통일을 위한 학제간 융합 교과과정에서 통합 데이터 활용 모델제시

o 평양과기대교류협력 증진

- 평양과기대-한동대 워크샵실시 (교육교류협력에 대한 논의)
- 평양과기대 총장, 교수진 및 한동대생과 토크쇼

- IT-Working Group의 지속적인 교류

- 평양과기대와의 교육협력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교육 모델지속개발 

- 남북한 대학 간 교육협력 및 통일교육의 선구적 사례

2 향후 발전방안

o 지속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선도대학 사업계획수정 및 현장상황반영

o 교내구성원 대상으로 특강 등의 행사홍보방안 수립  

3 개선 및 건의사항

o 수도권지역과의 거리 여건상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