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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차년도 사업 개요

1. 성과 목표

 A. 본교 통일교육의 비전 

  1)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의 완성 및 확산

본교 통일교육의 비전은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완

성하는 것으로, 필수교육형 중심의 통일교육을 시작했던 숭실대학교는 

학과중심형, 연구중심형, 선택교육형 통일교육의 균형적 보완을 통해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으며 2018년

부터 ‘성과확산’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2019년에는 숭실대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의 타 대학 확산에 중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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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의 4개년 목표

2016년 사업시작 당시본교가 추진하는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

대학’ 모델이 완성될 경우 필수교육형 교육은 물론 학과중심형, 연구중

심형, 선택교양형 교육의 보완을 통해 전체 4개 분야 교육목표 달성도

가 위의 그림과 같이 균형을 이루어 모델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통일

교육 선도대학 시작 당시 계획은 사회교육형 교육까지 5각형의 모델을 

구상하였으나 통일교육원의 지침에 따라 사회교육형 교육은 본 과제에

서 제외되었음)

2020년 현재, 숭실대학교는 4개 분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하였고 특히 숭실대학의 핵심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하기 위한 기반

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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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추진 과제

분  야 추 진 과 제 주요 내용 성과목표와의 관련성

연구 
개발

101
글 로 벌  소 지 역 
협 력 을  통 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목적: 다국가간 지역협력 현장을 체험
함으로써 융합전공학생들의 통일·통
합 연구 심화
내용: 북중 접경지역 등 현장학습 이
후 논문 진행을 통한 연구 심화
총 12편의 연구논문 제출 성과

• 학과중심형 교육모델 프로그램
•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융합전

공’ 학생 대상 진행
• 전공의 심화를 통해 통일시대 

리더양성의 중심 
• 학과중심형 통일교육의 기반

마련과 심화발전에 기여 102
학 · 연 · 산  협 업 
현 장 체 험 을  통 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목적: 통일 및 개발협력 분야 국내·외 
기관 인턴십을 통해 현장경험에 기반
한 연구 심화
내용: 2019년 중 총 6명의 학생이 5
개 기관(의원실, NGO등)에서 인턴십
총 6편의 연구논문 제출 성과

103 국 내  학 술 대 회

목적: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퉁일문제 
연구와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
내용: 총 5회의 학술회의, 세미나, 포
럼 포함 통일·관련 세미나 진행

• 연구중심형 교육모델 프로그램
•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중심의 

연구기능 강화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MOU

와 연계한 다수의 학술회의 
및 연구를 통해 연구의 내실
화 및 확산

• 특수자료실 확대개편을 통한 
연구기반 확충

• 연구중심형 통일교육 기반 마
련 및 활성화에 기여

104 국 제  학 술 대 회

목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
여 국제화
내용: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등 MOU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학술회의 
진행

105
외 부  및 
해 외  연 구 기 관 과 
협 업

목적: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연구역
량을 글로벌 단위에서 제도화하기 위
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업 협약을 
체결
내용: 2019년 2개 국가 3개 기관 
MOU 체결 (베트남, 러시아)

106
북 한  특 수 자
료 실  개 편

목적: 북한특수자료실을 개편하여 연
구 전문성을 강화, 전공학생의 교육여
건 및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여건 개선
내용: 북한특수자료 및 관련 도서 구
입 및 조선중앙통신 수신시스템 구축 
완료

107
교 책 지 정  통
일 연 구  지 원

목적: 학내 교수들의 통일연구 활성화
를 위한 교책지정연구 지원으로 향후 
전공별 통일교육의 기반을 마련
내용: 8개 과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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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보급

·
확산

201
비  통 일 교 육 
선 도 대 학 과 의 
공 동  학 술 대 회

목적: 통일교욱선도대학 경험과 성과
를 비 통일교육선도대학에 보급하여 
통일 교육 아젠다 선도
내용: 숭실대학교의 통일 교육에 대한 
Know-how를 확산, 통일교육선도대
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확산에 기여
(토크콘서트 9번 진행)

• 연구중심형은 물론 필수교육
형 교육모델의 핵심프로그램
(콘서트)을 타 대학의 '선택교
육형' 모델로 보급 및 확산

202

비  통 일 교 육 
선 도 대 학 
학 생  대 상 
접 경 지 역  및 
통 합  사 례 지 역 
탐 방  프 로 그 램

목적: 통합사례지역 방문, 갈등·분단·
통일과 통합의 모습 체험을 통해 비 
통일교육 선도대학 학생들의 통일역
량 강화
내용: 러시아(8월 18일-24일, 총 6
명)

• 선택교육형 교육모델 프로그
램의 타 대학 보급 및 확산

203

비  통 일 교
육  선 도 대 학 
학 생  대 상 
학 · 연 · 산  협 업 
현 장 체 험 을  통 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목적: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들의 
통일 분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한 통
일연구 지원
내용: 인턴십 진행 3명

• 학과중심형 교육모델의 프로
그램의 타 대학 보급 및 확산

204
통 일 관 련 
신 규  교 과 목 
개 발  공 모

목적: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
공’ 교과목을 개발, 융합전공 활성화 
및 기반 구축
내용: 2019년 9개 교과목 개발

• 선택교육형 교육모델 프로그램
• 통일관련 선택교과목 개발 및 

개설을 통해 일반학생 대상 
통일교육 기반마련 및 확산

• 타 대학으로의 모델 보급 및 
확산

강좌 
운영

301
교 양 필 수 
'한반도평화와 통일'

목적: 교필 ‘한반도평화와통일’ 수업의 
2박3일 연수교육을 실시, 본교 교육
목표인 ‘통일지향적 세계시민교육’ 구
현
내용: 2019년 교필 한반도평화와통
일(‘숭실평화통일스쿨’ 포함)이수자 총 
3,173명 
 - 사전/사후인식조사 결과 상승

• 필수교육형 교육모델 프로그램
• 교양필수교과목의 지속적인 

개선·발전을 통해 숭실대 전
체 학생의 기본적인 통일교육
에 기여

302
통 일 
역 사 탐 방 
프 로 그 램

목적: 학생들에게 국내 분단 및 통일
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에 대
한 탐방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탐방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의식 제고 
및 확산을 기대
내용: 총 11팀 참가, 프로그램 기획서 
제출 • 선택교육형 교육모델 프로그램

• 다양한 통일관련 비교과 프로
그램을 제공, 자기주도적 통
일의식제고 기반 마련 및 활
성화

303 숭 실 통 일 광 장

목적: 숭실통일광장을 개최하여 학생
들에게 통일 관련 주제를 공론의 장
에서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 학생들의 
통일역량 강화
내용: 통일 주제 4회 진행, 638명 참
여

304
접 경 지 역  및 
통 합  사 례 지 역 
탐 방 프 로 그 램

목적: 중국 북한 접경지역 체험을 통
해 학생들의 통일역량 강화
내용: 중국(7월 25일-30일, 8명), 중
국(8월 20일-24일,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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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차년도 사업 성과  

1. 대학 교육 모델 연구 

 101. 글로벌 ‘소지역협력’을 통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1) 사업 목적

• 다국간 지역 협력인 '소지역 협력'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소지역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창조적 방

안을 연구·개발함

• 융합 전공 참여 학생 및 기타 통일의지가 높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국가에서 

독자적 연구를 수행하며 통일방안에 대한 창조적 연구 논문을 집

필하게 함

2) 선발 대상

• 숭실대학교 재학생 중 융합 전공 참여 학생 및 기타 통일 의지가 

높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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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일정

일시 일정

1 6~8월 공고

2 6~8월 선발

3 8~9월 사전모임 및 논문 지도

4 9월 현지 방문

5 9~10월 논문 작성

6 10월 8일 결과물 제출

4) 논문 지원 대상자 및 주제

연번 이름 전공 논문 제목

1 김경* 정치외교학과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여성과 북한여성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 김단* 정치외교학과 미세먼지와 남북한 산림협력

3 김수* 정치외교학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연구
-인도,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4 김지* 정치외교학과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여성의 피성적착취 실태

5 박지* 평생교육학과
중견국가 한국의 외교정책과 Hedging 전략: 
한국의 Hedging 전략

6 신원* 사회복지학부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한국어지원 현황과 개선 필요성 
-스웨덴 이민 언어교육정책을 통한 정책제언-

7 이재* 정치외교학과
미국의 원조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유엔총회 투표결과를 이용한 실증분석 

8 장예* 정치외교학과
북한 출산율 변천과정과 저출산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9 정유* 정치외교학과 북한 대외정책과 약소국으로서의 북한

10 최은* 정치외교학과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정책: 
북한이탈주민의 경계인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11 한유* 기독교학과 대학교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통일인식제고 방안

12 황주* 정치외교학과 지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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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

 통일 연구논문      
지원 건수

편

8 8 100%

2차년도 8 8 100%

3차년도 9 9 100%

4차년도 12 12 100%

*9편의 논문결과물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변경하여 12편으로 목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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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학·연·산 협업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1) 사업 목적

•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 학생들을 비롯하여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한 통일연구 지원 프

로그램으로 통일분야 혹은 개발협력 분야 인턴십 활동을 통해 현

장 경험에 기반한 연구 논문을 생산하고자 함

  2) 선발 대상

• 숭실대학교 재학생 중 융합 전공 참여 학생 및 기타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학생

3) 진행 일정

일시 일정

1 6월 공고

2 7~8월 선발

3 7~8월 사전모임 및 논문 지도

4 7~10월 인턴 활동

5 9~10월 논문 작성

6 10월 8일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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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턴십 참가자 현황

유형 인턴십 활동기관 성명 학과

의원실
이재정 의원실 박효* 정치외교학과

이인영 의원실 복유* 정치외교학과

NGO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임여* 정치외교학과

이상* 정치외교학과

김주* 정치외교학과

겨레하나 정예* 기독교학과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호* 정치외교학과

5) 논문 지원 대상자 및 주제

연번 이름 전공 논문 제목

1 김주* 정치외교학과 대 탈북자 인식과 개인 정치성향 형성에 관한 연구

2 박효* 정치외교학과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기능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3 이상* 정치외교학과
對북한 원조 방향성 제언: 
취약국가 원조 방식을 중심으로

4 이호* 정치외교학과
대북정책에 따른 정치인 선호도 관계분석: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5 임여* 정치외교학과 북한의 시장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6 정예* 기독교학과
반공주의를 넘어 남북화합을 위한 방안 : 
문익환목사의 통일론, 존 하워즈 요더의 평화윤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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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

 인턴십 참여 학생수 명

9 9 100%

2차년도 9 9 100%

3차년도 9 9 100%

4차년도 6 6 100%

*학기 중 인턴십 운영이 용이하지 않고, 협력모델이 되는 글로벌 소지역 현장에서 
국제관계를 이해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6편으로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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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국내 학술대회

103-1. 제 23회 숭실평화통일포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교비대응사업)

  1) 사업 목적

• 정책 전문가를 통해 변화하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북정책 모색

  2) 포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5월 20일 월요일 16:00~18:00

장소 숭실대학교 창의관 회의실

주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참석
인원

약 20여명

세부 내용

주제 발표자

발표1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이덕행 실장 
(전 통일부 기획조정실 실장)  

토론자

토론 김규현(숭실대평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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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자료

포스터

발표 발표

토론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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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국고)

  1) 사업 목적

• 타 국의 체제전환 사례 소개와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

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

2) 학술대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6월 14일 금요일 13:00~18:00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

주제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축사
환영사: 황준성 총장 (숭실대학교)
축사: 김연철 장관 (통일부) 대독. 이덕행실장.

참석
인원

약 70여명

세부 내용

세션 1

사회 김성배(숭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

구분 주제 발표자

발표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베트남 개혁·개방 경험이 북한에 주는 정치적 함의
양운철
(세종연구소)

발표3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표4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대학 교육 사례
백경민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세션2

사회 김정환 (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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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발표자

발표1
체제전환기 유고슬라비아 영화산업에 비친 사회, 
문화상 연구

김철민 
(외대 세르비아-크로아
티아어과)

토론1
황성우 (외대 러시아연구소) 
박창희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발표2
폴란드의 체제 전환에 대한 고찰: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원탁회의
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룬 폴란드 체제 전환)

김용덕
(외대 폴란드어과)

토론2
김신규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3) 사진 자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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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토론

발표 기념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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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제 26회 숭실평화통일포럼 '북한사회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  

(교비대응사업)

  1) 사업 목적

• 북한사회의 변화를 북중접경지역의 사례를 통해 개혁개방 가능

성을 분석하고자 함

  2) 포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0월 14일 월요일 11:30~13:30

장소 숭실대학교 진리관 522호

주제 북한사회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

참석
인원

약 40여명

세부 내용

주제 발표자

발표1 북한사회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
김강일
(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

토론자

토론 김규현(숭실평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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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자료

포스터

발표 발표

청중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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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제 27회 숭실평화통일포럼 '대전환기 동북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교비대응사업)

  1) 사업 목적

•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현황을 짚어보고 현재 남한의 대응

책과 전망을 통해 나아갈 길을 모색

  2) 포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0월 28일 월요일 11:30~13:30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

주제 대전환기 동북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참석
인원

약 40여명

세부 내용

주제 발표자

발표1 대전환기 동북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자

토론 김성배(숭실평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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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자료

포스터

발표 청중

청중 기념 촬영



23

103-5. 제 28회 숭실평화통일포럼 '대북 인도지원 24년의 경험'                

(교비대응사업)

  1) 사업 목적

•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외국의 대북 인도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보완점과 향후 발전방향 모색

  2) 포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1월 11일 월요일 11:30~13:30

장소 숭실대학교 진리관 522호

주제 대북 인도지원 24년의 경험

참석
인원

약 30여명

세부 내용

주제 발표자

발표1 대북 인도지원 24년의 경험
카타리나 젤위거
(국제안보협력센터)

토론자

토론 김성배(숭실평화통일연구원)



24

3) 사진 자료

포스터

발표 소개

청중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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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실적 (국내학술대회)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

학술대회 개최 횟수 회

1 1 100%

2차년도 1 10 1000%

3차년도 1 3 300%

4차년도 1 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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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국제학술대회

104-1. 제21회 숭실평화포럼 '체제전환기 정의의 문제'(교비대응사업)

  1) 사업 목적

• 세계의 체제전환기에 발생한 사례연구를 통해 개선 및 보완점 도출

  2) 포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5월 13일 월요일 11:30~13:30

장소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103호

주제 체제전환기 정의의 문제

참석
인원

58명

세부 내용

주제 발표자

발표1 체제전환기 정의의 문제
새라 손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팀장) 

토론자

토론
김선욱 교수(숭실대 인문대학 학장)
송훈 박사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연구원)
권진아 박사(통역, 고려대 국제지역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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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자료

포스터

사회 발표

토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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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제22회 숭실평화포럼 '체코의 체제전환과 기독교의 역할'      

(교비대응사업)

  1) 사업 목적

• 기존 사회주의 국가 중 체제전환에 성공한 체코의 사례를 통해  

개선점 및 대비 도출

  2) 포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5월 15일 수요일 15:00~17:00

장소 숭실대학교 창의관 회의실

주제 체코의 체제전환과 기독교의 역할

참석
인원

약 20여명

세부 내용

주제 발표자

발표1 체코의 체제전환과 기독교의 역할
마틴 지크문트(Martin T. 
Zikmund) (체코 공공신학자)

토론자

토론 송 훈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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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자료

포스터

발표 토론

발표 기념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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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제25회 숭실평화포럼 '일본의 한반도 정책'(교비대응사업)

  1) 사업 목적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 중 일본의 정책의 역사 및 현재의

한반도 정책을 평가·분석

  2) 포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9월 9일 월요일 11:30~13:30

장소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103호

주제 일본의 한반도 정책

참석
인원

약 30여명

세부 내용

주제 발표자

발표1 일본의 한반도 정책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동아시아 한국학
연구센터장)

토론자

토론 박성열(숭실평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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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자료

포스터

발표 발표

청중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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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 및 대외교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국고)

1) 사업목적 

• 사회주의 국가 중 경제체제 전환에 성공한 베트남 사례 중 정부

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제언 청취 및 향후 개선방안 제시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일정 10월 17일 목요일

장소 베트남 하노이대학교

주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 및 대외교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3) 학술회의 일정표

구분 내용 발표자

개회식

환영사
Nguyen Van Trao
(하노이대 총장)

축사
김성배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

세션 1

발표1
북한의 ‘우리식’ 경제개혁 : 추진과정, 
내용, 성과 및 한계

한기범
(북한연구소)

발표2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행위에 관한 분석

윤철우
(연변대)

발표3

“Chuyển đổi cơ cấu kinh tế ở Việt 
Nam và vai trò của Chính phủ 
trong hợp tác đối ngoại”
(베트남의 경제구조 전환 및 대외협력
에 있어 정부의 역할)

LE Dang Doanh
(하노이대)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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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발표자

토론 좌장
김성배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

토론1 북한사례

Seung Yong UHM
(하노이대)

김규현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토론2 중국사례

최재덕
(원광대)

박성열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토론3 베트남사례

박연관
(한국외대)

Nguyen Thi Thu Huong
(하노이대)

4) 사진 자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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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발표

토론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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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한반도 평화 번영과 주변국의 전략(국고)

1) 사업목적 

• 한반도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을 분석하

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일정 12월 2일 월요일 09:30~18:00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

주제 한반도 평화 번영과 주변국의 전략

3) 학술회의 일정표

구분 내용 발표자

개회식

환영사
황준성 총장
(숭실대학교)

축사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 동북아평화협력특별
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서호 차관
(통일부)

세션 1. 북미협상과 북한변화를 둘러싼 미·중의 입장과 전략

구분 내용 발표자

사회 김선욱(숭실대)

발표1
Is Principle Negotiaion Possib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John Delury
(연세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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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북·중관계와 북한의 변화
김경일
(북경대)

토론
최우선(국립외교원)
Liu Ming(상해사회과학원)

세션 2. 일본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기조와 평가

구분 내용 발표자

사회 오철호(숭실대)

발표1 일본 아베정권 한반도 정책
이종원
(와세다대)

발표2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과거, 현재,  미래
김영웅
(러시아 연방과학원 극동연구소)

발표3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질서
Natalia Kuleshova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토론
최진욱(리츠메이칸대)
최재덕(원광대)

세션 3. 남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

구분 내용 발표자

사회 서병훈(숭실대)

발표1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
백학순
(세종연구소)

발표2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기회의 
창 - 한국의 시각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론
김규현(숭실대)
전현준(국민대)

라운드 테이블, 한반도와 남북관계 -2019년 회고와 2020년 전망

구분 내용 발표자

좌장 이영종(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토론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윤석(서울평양뉴스)
홍순직(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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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자료

포스터

축사 발표

토론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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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진 실적 (국제학술대회)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

학술대회 개최 횟수 회

1 2 200%

2차년도 1 7 700%

3차년도 1 6 600%

4차년도 1 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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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외부 및 해외 연구기관과 협업

1) 사업목적 

•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해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국내·외 관련 

단위 기관들과 협업·협약을 체결

2) 1차년도 MOU 체결 실적

국가구분  MOU 체결 기관 MOU 체결 일자

대만

대만 국방대학교 2016년  6월 29일

대만 진리대학교 2016년  6월 28일

신대만 국책 연구소 2016년  6월 29일

중국 후단 대학교(상해) 2016년  6월 27일

미국 Atlanta 한반도 전략 연구소 2016년 10월 10일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 코리아 센터 2016년 12월  4일

3) 2차년도 MOU 체결 실적

국가구분  MOU 체결 기관 MOU 체결 일자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7년 7월 4일

몽골
몽골 국립대학교(정치학과) 2017년 8월 25일

몽골 사이언스 아카데미(철학연구소) 2017년 8월 25일

일본 와세다 대학교 지역 및 지역 간 협력기구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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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년도 MOU 체결 실적

국가구분  MOU 체결 기관 MOU 체결 일자

카자흐스탄

Kazakh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studies

2018년 05월 08일

Kimep University, 
DPRK Strategic Reserach Center

2018년 06월 05일

중국 중국 호남사법대학교, 동북아연구중심 2018년 06월 17일

러시아
Artyom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2018년 11월 07일

미국
UNIVERSITY OF BALTIMORE, 
COLLEGE OF PUBLIC AFFAIRS

2018년 11월 12일

중국 중국 남개대학교, 아시아연구중심 2018년 12월 31일



43

5) 4차년도 MOU 체결 실적

(1)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대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일시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가. 증빙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MOU 체결서

인사 및 회의 협정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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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하노이대학교 한국-베트남 문화센터

대상 베트남 하노이대학교 한국-베트남 문화센터

일시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가. 증빙자료

베트남 하노이대학교 한국-베트남 문화센터 MOU 체결서

MOU 체결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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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연방과학원 극동연구소

대상 러시아 연방과학원 극동연구소

일시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가. 증빙자료

러시아 연방과학원 극동연구소 MOU 체결서

MOU 체결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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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

MOU 체결 건수 건

4 6 150%

2차년도 3 4 133.33%

3차년도 3 6 200%

4차년도 3 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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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북한 특수자료실 개편

1) 사업 목적

•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북한 연구의 내실화 및 심

화가 기반 되어야 함

• 3·4차년도의 경우 북한 원자료 중심의 자료 보강을 통해 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동시에 학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교

육의 심화 및 전문성을 강화함

• 이를 통해 연구자는 물론 학내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의 연구기

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진행 현황

(1) 2019년도 도서 구매 

• 접촉업체 : 아시아저널

• 문의도서 : 단행본,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등 464권 구입

3)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누적)

달성률

1차년도

소장 도서 권수 권

340 684 201.18%

2차년도 800 1,050 131.25%

3차년도 1,350 1,330 98.51%

4차년도 1,350 1,794 132.88%

*사업 배정 예산 모두 소진, 도서 단가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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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교책지정 통일연구 지원

1) 사업 목적 

• 교내 교육을 심화하고 교수의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내 교수대

상의 연구 지원

2) 선발 대상 및 인원

• 숭실대학교 교수 중 연구에 관심있는 교원 (7팀)

3) 지정주제

• 통일시대의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한 통일대비방안 연구와 관련

하여 아래 9가지 주제 중 한 가지 선택

• 1) 교통 체계 2) 국방/군사 3) 상하수도 계통 4) 역사 교육 5) 의

료 체계 6) 전력 계통 7) 화폐 제도 8) 주식거래소 및 자본시장 9) 

초/중/고/대학 교육 체계

4) 진행일정

일시 일정

1 6~7월 공고

2 8월 선발

3 2019년 8월~2020년 8월 연구기간

4 2020년 8월 연구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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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학년도 선정 현황

연번
연구

책임자
소속 연구과제명

 1 구기보
글로벌

통상학과
중국과 홍콩의 금융 역할 분담이 
남북 금융 역할 분담에주는 시사점

 2 백경민
정보

사회학과
북한 사회 개방과 대학 교육의 변화 전망: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사례를 바탕으로

 3 서정민
글로벌

통상학과
북한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 추정에 관한 연구:
거울 무역통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4 신상윤
벤처중소
기업학과

통일대비 북한과의 전력부문 협력 연구: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5 윤철홍 법학과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6 이경재
국어

국문학과
공간을 통한 북한의 역사 교육:
평양을 중심으로

7 이성규
사회

복지학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살관련 외상경험에 대한 연구:
통일시대 북한주민의 자살예방을 중심으로

8 홍성호
화학

공학과
정수처리에서 전이금속이 소독부산물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6)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

연구논문 개발 편수 편

10 8 80%

2차년도 7 7 100%

3차년도 7 6 85.7%

4차년도 7 8 114%



51

2. 대학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201. 비 통일교육선도대학과의 공동 학술대회

1) 사업 목적

• 숭실대학교의 통일교육선도대학 경험과 성과를 비 통일교육선도

대학에 보급하여 통일 분야의 교육 아젠다 선도

• 숭실대학교의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 중 '필수교육

형' 통일교육 모델의 핵심 프로그램을 '선택교육형' 모델로 확산

2) 사업 주요 내용

• 융합적 통일 교육 및 통일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 진행

• 본 사업을 통해 숭실대학교의 통일 교육에 대한 Know-how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확산에 기여함

3) 선발 대상

• 비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개발협력 또는 통일관련 연구소

4) 진행일정

일시 일정

1 6~7월 공동개최 대학교 및 연구기관 타진

2 8월 세부 사항 조율

3 9~10월 공동학술대회(콘서트) 준비

4 11~12월 공동학술대회(콘서트) 개최

5 12월 평가 및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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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주 우석대,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가는 길!

1) 학술대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6월 12일 수요일 15:00-17:10

장소 전주 우석대학교 교양관 6103호

주제 전주 우석대,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가는 길!

참석
인원

약 80여 명

세부 내용

사회 김규현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구분 주제 발표자

발표1 통일선도대학 의의와 발전 방향
전현준
(교육부 평화통일교육자문위원회)

발표2 통일을 위한 기초로서 평화협정서 이해하기
최준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발표3
교양필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서의 강의: 
북한의 변화상

김규현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토론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재덕 (원광대학교 교수,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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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자료

포스터

행사 사진 발표

발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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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북한 및 국제관계의 이해와 통일' 토크콘서트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0월 21일 월요일 15:30~18:00

장소 국민대학교 북악관 406호

주제 '북한 및 국제관계의 이해와 통일' 토크콘서트

참석
인원

약 50명

세부 내용

사회 김규현(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구분

참석
인원

이장영 (국민대학교 교수)
전현준 (교육부 평화통일교육자문위원장)
최재덕 (원광대학교)
김규현 (숭실평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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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포스터

행사 사진 발표

청중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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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음악으로 열어가는 통일의 문' 토크콘서트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0월 22일 화요일 15:00~17:30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404호

주제 '음악으로 열어가는 통일의 문' 토크콘서트

참석
인원

약 80명

세부 내용

사회 김규현(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구분 주제 발표자

참석
인원

김동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규현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백미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강서구협의회 분과위원장)
윤선화 (숭실평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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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현수막

행사 사진 발표

청중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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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통일, 번영의 길에서 나의 진로는?' 토크콘서트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2월 5일 목요일 15:00~17:00

장소 안양대학교 수봉관 1103호

주제 통일, 번영의 길에서 나의 진로는?

참석
인원

약 70명

세부 내용

사회 김규현(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구분 주제 발표자

참석
인원

최준택 (안양대학교 교수)
전현준 (교육부 평화통일교육자문위원장)
최재덕 (원광대학교)
김규현 (숭실평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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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현수막

행사 사진 청중

발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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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층간소음 204동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2월 3일 화요일 15:00~17:00

장소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글로벌센터 1층 국제홀

주제 윗집 북한과 아랫집 남한의 소음극복프로젝트 층간소음 204동

참석
인원

약 50명

세부 내용

사회 이하나(가천대학교)

구분 주제 발표자

참석
인원

조은희(숭실대학교)
전영선(건국대학교)
한승호(숭실대학교)
김진영(북 김책공대 출신)
정유나(북 김정숙교원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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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현수막

행사 사진 행사 사진

행사 사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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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층간소음 205동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2월 4일 수요일 13:30~16:0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511호

주제 윗집 북한과 아랫집 남한의 소음극복프로젝트 층간소음 205동

참석
인원

약 180명

세부 내용

사회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구분 주제 발표자

참석
인원

강채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영희(산업은행)
조은희(숭실대학교)
북한남자 탱고(북 출신 유투버)
최유진(북 김책공대 출신)
정유나 (북 김정숙교원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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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현수막

행사 사진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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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층간소음 206동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2월 4일 화요일 11:30~14:00

장소 삼육대학교 국제교육관 3층 장근청홀

주제 윗집 북한과 아랫집 남한의 소음극복프로젝트 층간소음 206동

참석
인원

약 40명

세부 내용

사회 한승대(삼육대학교)

구분 주제 발표자

참석
인원

채수민(숭실대학교)
최희선(중앙대학교)
하승희(북한대학원대)
한금윤(삼육대학교)
허정필(현대북한연구회)
이소율(북 출신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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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현수막

행사 사진 사회

질의응답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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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층간소음 207동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2월 10일 화요일 15:00~18:00

장소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 210호

주제 윗집 북한과 아랫집 남한의 소음극복프로젝트 층간소음 207동

참석
인원

약 40명

세부 내용

사회 이창희(단국대학교)

구분 주제 발표자

참석
인원

김일한(동국대학교)
정창윤(숭실대학교)
최은주(세종연구소)
탁용달(한국자산관리공사)
김진영(북 김책공대 출신)
이소율(북 출신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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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현수막

발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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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층간소음 208동

 1)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12월 11일 수요일 11:00~13: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101호

주제 윗집 북한과 아랫집 남한의 소음극복프로젝트 층간소음 208동

참석
인원

약 80명

세부 내용

사회 전영선(건국대학교)

구분 주제 발표자

참석
인원

조은희(숭실대학교)
한승호(숭실대학교)
조배준(건국대학교)
김진영(북 김책공대 출신)
이소율(북 출신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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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현수막

질의응답 발표

질의응답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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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3차년도
학술대회 및 토크콘서트 회

2 6 300%

4차년도 2 9 450%

* 3차년도 최초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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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 대상 접경지역 및 통합 사례지

역 탐방 프로그램 

1) 사업 목적

• 통일교육 선도대학 경험과 성과를 비 통일교육선도대학에 보급

• 러시아 지역 현지방문을 통해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들의 해

외 연구 프로그램 기회 확대

• 러시아에서의 학술대회를 참석함으로써 동북아의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들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방안 모색

2) 선발 대상

선발
대상

북한 및 통일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숭실대, 경남대, 광주교대, 서울대, 아주대, 충남대 학생 제외)

선발
인원

5명

3) 진행일정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 대상 학·연·산 협업 현장체험을 통한 통

일연구 논문지원과 마찬가지로 현재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 모집

일시 일정

1 7월 공고

2 7~8월 선발

3 8월 사전 모임 및 준비 세미나

4 8월 현지 방문

5 9~10월 자료 작성

7 10월 9일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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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 현황

연번 성명 학교 비고

1 김지* 제주대학교

2 김형* 전북대학교

3 신동* 경상대학교

4 이수* 경상대학교

5 최소* 전북대학교

6 홍지* 전남대학교

5)  탐방 내용

일정 8월 18일~8월 24일, 6박 7일

탐방
지역

러시아 모스크바, 샹트페테르부르크

인원 8명 (인솔: 2명 / 탐방단원: 6명)

주요
활동

한반도 평화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통합 사례지역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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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일정

일자 탐방내용

8.18.(일)
□ 인천 출발 (13시 10분 대한항공편)
 - 모스크바 도착(현지 시간 16시 40분 예정) 
 - 숙소(President Hotel)

8.19.(월)

□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변화 실상 학습 
 - 러시아 극동연구소
 - 체제전환 강의 I (오두영 교수)
 - 레닌 국립 도서관

8.20.(화)

□ 체제전환국의 과정 및 투자 환경 조사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CIS 지역본부
 - 크렘린 붉은 광장, 성 구세주 성당
 - 국립 역사박물관 

8.21.(수)

□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그로 이동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 뜨레찌야꼬프스키 미술관
 - 고속기차편으로 상트페테르부르그 도착  
 - 숙소(Crowne Plaza Hotel, Ligoqski)

8.22.(목)
□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대한 워크샵
 - 체제전환 강의 II (오두영 교수)
 - 러시아 체제전환 관련 워크샵

8.23.(금)
□ 체제전환국 투자 성공 사례 견학
 - 공항이동

8.24.(토) □ 인천 도착 (13시 10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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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진 자료

단체사진 단체사진

현지 방문 안전지도

9)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3차년도
접경지역 탐방프로그램 진행 횟수 회

1 2 200%

4차년도 1 1 100%

* 3차년도 최초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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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 대상 학·연·산 협업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1) 사업 목적

•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들의 통일 분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한 

통일연구 지원

•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특히, 

연구 분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통일교육선도대

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확산 

2) 사업 주요 내용

• 통일관련 연구 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으로, 숭실대학교 통일 연

구 및 사업의 중추인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인턴십 활동을 통

해 해당 현장 경험 혹은 통일·남북문제 관련 연구논문생산 (단, 

연구논문은 의무사항은 아님)

• 선발 학생의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전문 

인력들이 지도하여 심도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에 기여하

고자 함

• 지원 학생의 학교 인턴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연계

하여 진행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 이수할 시 만족도 

증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

을 홍보 및 확산함

• 본 사업의 사업비는 인건비성이 아닌 논문작성에 대한 보상금적 

개념임. 사전에 지원 학생과 근무 시간 및 일정을 조절하여 문제 

발생(최저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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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 대상

• 북한 및 통일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 통일교육선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숭실대, 경남대, 

광주교대, 서울대, 아주대, 충남대 학생)

4) 선발 인원

• 3명

5) 진행 일정

일시 일정

1 6월 공고

2 6월 선발

3 6~8월 인턴활동 및 논문 지도

4 8월 인턴 활동 평가

5 9~10월 논문 작성

6 10월 9일 결과물 제출

6) 인턴십 참가자 현황

연번 이름 학교 비고

1 강민준 인하대학교

2 이주현 한국외국어대학교

3 신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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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 지원 대상자 및 주제

연번 이름 논문 제목

1 강민준 북한의 감염성 질환 실태와 남북의료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

2 이주현 남북한 교류 호가대, 통일대비 헌법과 관련법 보완 방향

3 신소연 루마니아 체제전환 초기 부패양상 분석 및 북한에의 시사점

8)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누적)

달성률

3차년도
인턴십 참여 학생수 명

3 3 100%

4차년도 3 3 100%

* 3차년도 최초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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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통일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공모

1) 사업 목적 

• 통일관련 교과목 신규 개발을 통해 전 계열 학생의 통일역량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확대, 통일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선택교육형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숭실대학교의 필수교육

형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전 계열의 학생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2)  선발대상

사업
대상

숭실대학교 및 수도권 권역 비 통일교육 선도대학 대상
통일 및 북한 관련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및 교양학부 등
2019년도 강의안 개발 후에 2020학년도 강의 개설이 가능한 교과목

사업
기간

2019년 7~12월

선발
대상

7개(교내 4개, 교외 3개)

3) 진행 일정

일시 일정

1 7월 사업공고

2 7월 접수

3 9월 신청서 심사

4 10월 교과목 개발 및 보고서 제출

5 10월 교과목 심사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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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발 지원 및 선정 현황

연번 강좌 강사 소속 구분 비고

1 인류학적 북한 이해 이수* 덕성여대 교외

2 북한법의 이해 김대*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내

3 통일콘텐츠기획론 전영* 건국대 교외

4 북한의 패션과 대중문화 김미* 숙명여대 교외

5 영화와 문학을 통한 통일의 이해 황영* 숙명여대 교외

6 평화와 통일의 정치사상 김선*
숭실대 
철학과

교내

7 영화로 본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이수* 안양대 교외

8 통일 정치경제론 조성*
숭실대 경제학

과
교내

9
북한 정치의 새로운 접근과 

한반도 평화통일
김일* 단국대 교외

10
종교적 관점을 활용한 

북한 사회 이해
장용* 안양대 교외 미선정

11 남북문화콘텐츠비교 안익*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내 미선정

12 북한 금융의 이해 서영*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내 미선정

13 북한의 재난안전관리 김성*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내 미선정

14 통일시대, 갈등을 넘어 화해자되기! 권진*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내 미선정

5)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3차년도
교과목 개발 과목

7 7 100%

4차년도 7 9 129%

* 3차년도 최초 시행사업

** 당초 계획은 '교과목 개발'이 목표였으나 2019년도 개설을 권장하였고, 개발된 
교과목은 2020년도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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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교육 강좌 운영

301. 숭실평화통일스쿨

1) 사업목적

• 통일관련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본교 교육목표인 ‘통일지향적 세

계시민교육’을 구현하고,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리더를 양

성하고자 함

2) 숭실평화통일스쿨

(1) 개요

• 통일세대 학생들의 통일시대 삶의 목표와 비전 수립 (온라인 이

론수업 50%, 오프라인 2박3일 수업 ‘숭실평화통일스쿨’ 50%)

• 기존 3박4일로 진행하던 ‘숭실통일리더십스쿨’, 통일교육원의 자

문위원 평가 및 학생의견 반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2018년부

터 2박3일의 ‘숭실평화통일스쿨’로 진행

• 2019년부터 숭실평화통일스쿨의 핵심 프로그램을 '숭실통일맨', 

'층간소음(북한문화토크콘서트)'으로 브랜드화하여 진행, 특히 '

층간소음'은 타 대학 확산사업으로 적극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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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현황

가. 온라인 이론수업 총 10회(1회 오프라인 수업, 8회 온라인 수업, 1회 오프

라인 시험 진행)

나. 오프라인 현장학습 2박3일 '숭실평화통일스쿨'

(3) '숭실평화통일스쿨' 이수인원(누적)

학기 진행차수 대상 이수 인원

2016-1 10차 이·공계 17개 학과(부) 1,415명

2016-2 10차 인문·사회·상경·예술 28개 학과(부) 1,344명

2017-1 10차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 이·공계 18개 학과(부) 1,508명

2017-2 11차 인문·사회·상경·예술 28개 학과(부) 1,495명

2018-1 11차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 이·공계 18개 학과(부) 1,528명

2018-2 10차 인문·사회·상경·예술 28개 학과(부) 1,501명

2019-1 10차 이·공계 18개 학과(부) 1,559명

2019-2 10차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 인문·사회·상경·예술 28개 학과(부)

1,360명

누적합계 11,7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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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숭실평화통일스쿨 참여 학생 사전/사후 인식 비교

설문항목 구분 평균

나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

전 3.10

후 3.67

↑ % 18.52%

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전 3.17

후 3.76

↑ % 18.32%

나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전 2.99

후 3.71

↑ % 23.93%

나는 통일 이후의 사회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3.70

후 4.15

↑ % 12.11%

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전 3.46

후 3.97

↑ % 14.92%

나는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3.11

후 3.85

↑ % 24.65%

나는 숭실평화통일스쿨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 2.75

후 3.57

↑ % 29.77%

(5) 2019년도 숭실평화통일스쿨 프로그램 효과성

구   분 평균

1. 스쿨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3.99

2. 스쿨을 통해 북한 일상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다.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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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 자료

오두산 통일전망대 북한문화토크콘서트

조별 토의 최종성과발표회

최종성과발표회 조별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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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
프로그램 효과성
-설문문항: 
‘숭실평화통일스쿨’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점수
(100점)

77.0 77.5 100.65%

2차년도 78.0 76.8 96.46%

3차년도 79.0 77.6 98.22%

4차년도 80.0 8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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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통일 역사탐방 프로그램

1) 사업 목적 

• 국내 분단 및 통일 관련 역사적인 지역 방문을 통해 한반도의 분

단 및 통일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 제공. 참여 학생들에게 통일 

탐방프로그램의 목적, 일정, 의의 등을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의식 제고 및 확산을 기대

• 학생들에게 국내 분단 및 통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탐방하도록 함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에게는 탐방 비용 일부를 지원

• 참여 학생들에게 통일 탐방프로그램의 목적, 일정, 의의 등을 스

스로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

2) 선발 대상

• 숭실대학교 재학생

3) 진행 일정

일시 일정

1 5월 모집

2 6월 1차 서류 제출

3 6월 참가팀 선정

4 9월 결과보고서 제출

5 9월 결과발표회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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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상자(팀)

수상내역 팀명 참가학생

1 대상 깨.맑.자

최○균(정치외교학과)
백○재(정치외교학과)
김○연(정치외교학과)
김○비(정치외교학과)

2 최우수상 통일 각!
정○연(행정학부)
염○서(행정학부)
박○슬(행정학부)

3

우수상

PEACE
김○리(컴퓨터학부)
빈○희(예술창작학부)
정○혁(컴퓨터학부)

4 소확통
엄○정(국제법무학과)
방○영(국제법무학과)
최○선(국제법무학과)

5) 사진 자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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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최종성과 발표

최종성과 발표 수상

6)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누적)

달성률

3차년도
기획서 제출 팀 팀

10 7 70%

4차년도 10 11 110%

* 3차년도 최초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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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숭실 통일광장 (교비대응사업)

1) 사업목적

• 숭실토론광장에서 숭실통일광장을 개최하여 사회문제 및 통일 

관련 주제로 열린 공간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토론함으로써 의사

소통역량 및 평화통일의식 제고

• 매 차수 최우수 토론자 1명, 우수 토론자 2명을 선정하여 상장 및 

부상 수여

2) 일정 및 참여 인원

연번 일자 논제 참석인원 비고

1 4월 30일 주한미군, 철수해야 하는가 181명

2 5월 7일
통일 올림픽(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해야 하는가

177명

3 10월 29일
인도적 지원사업의 유엔 대북 제재 면제, 
바람직한가

150명

4 11월 5일 남북통일은 이념 극복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130명

합계 638명

3) 사진 자료

행사 사진 1 행사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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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

숭실통일광장 참여자 수 명

1,368
(2015)

1,760
(2016)

128.65%

2차년도  300 509 169.66%

3차년도  300 508 169.33%

4차년도 300 638 212.66%

*1차년도 목표값은 숭실토론광장 전체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에는 
숭실토론광장 중 숭실통일광장 참석인원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2016년 
목표값 1,368명에서 2017년 목표값을 300명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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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접경지역 및 통합 사례지역 탐방 프로그램

1) 사업 목적

•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학생으로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자 함  

•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방문을 통해 오랜 역사와 분단, 통일의 

현장을 공존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모습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국

제사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교육

과 역사 체험의 기회를 갖고자 함

2) 선발 대상

•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 이수 과정에 있는 학생 또는 이수 희망자

3) 진행 일정

•  1회의 탐방 프로그램 진행을 계획하였으나, 좀더 많은 학생들에

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2회 진행

• 사전모임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현지 조사하여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탐방 기간 내 현지 조사 내용을 발표하였음

• 1, 2차에 참여한 총17명의 학생이 북중접경지역을 탐방하였으

며, 통일 필요성 공감 및 이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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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정

1 6월 공고

2 7월 선발

3 7~8월 사전 모임 및 준비 세미나

4 7~8월 현지 방문

5 9~10월 논문 작성

7 10월 8일 결과물 제출

*제39회 통일부 논문 공모전 제출 예정

4) 1차 탐방 

  가) 1차 탐방 명단

연번 이름 전공 비고

1 임여* 정치외교학과

2 조하* 정치외교학과

3 최영* 정치외교학과

4 김유* 정치외교학과

5 김현* 정치외교학과

6 강다* 정치외교학과

7 김태* 정치외교학과

8 김지* 정치외교학과

  나)  1차 탐방 내용

일정 7월 25일~7월 30일, 5박 6일

탐방
지역

중국(베이징, 심양, 집안 등)

인원 10명 (인솔: 2명 / 탐방단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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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7월 25일

9:10-10:30   서울—베이징

11:00-12:00  호텔 이동

14:00-16:00  자금성 

16:00-18:00  이화원

18:00-19:00  저녁

7월 26일

8:00-12:00   만리장성

12:00-13:00  점심

14:00-17:00  명대 십삼릉

18:00-19:00  저녁

7월 27일

6:30-12:00   베이징-심양

12:00-13:00  점심

13:30-17:00  심양고공 관광

18:00-19:00  저녁

7월 28일

9:30-12:30   심양-집안 

13:00-14:00  점심

14:00-18:00  고구려 유지 탐방

18:00-19:00  저녁

19:00-23:00  집안-백두산

7월 29일

7:00-9:00    백두산 관광지

9:00-15:00   백두산 관광

16:00-18;00  자유 시간

18:00-19:00  저녁

7월 30일

8:00-13:30   백두산-심양

13:30-14:00  점심

16:50-20:00  심양-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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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탐방 

  가) 2차 탐방 명단

연번 이름 전공 비고

1 허정* 정치외교학과

2 이혜* 행정학부

3 차소* 사회복지학부

4 김학* 융합특성화자율전공학부

5 박호* 융합특성화자율전공학부

6 김이* 정치외교학과

7 정지* 정치외교학과

8 복유* 정치외교학과

9 정지* 행정학부

  나)  2차 탐방 내용

일정 8월 20일~8월 24일, 3박 4일

탐방
지역

중국(위해, 청도, 심양, 집안 등)

인원 12명 (인솔: 3명 / 탐방단원: 9명)

       

일자 내용

8월 20일

8:20-08:50   서울--위해

11:00-12:00  점심

14:00-17:00  장보고 기념관

17:00-18:00  청도이동

18:00-19:00  저녁

8월 21일

06:25-08:05  청도-백두산

09:00-11:30  이도백화

11:30-12:00  점심

12:00-17:00  백두산 북파

18:00-19:00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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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7:00-9:00   백두산 서파

9:00-15:00  백두산 관광

16:00-18:00 자유 시간

18:00-19:00  저녁

8월 23일

07:00-12:00  백두산 서파--집안 

13:00-14:00  점심

14:00-18:00  고구려 유지 탐방

18:00-19:00  저녁

19:00-23:00  집안--심양

8월 24일

08:00-12:00   심양 고궁

12::00-13:00  점심

16:50-20:00   심양 -- 서울

6) 사진 자료

1차 사전모임 2차 사전모임

학습내용 발표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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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진행 1차 단체사진

2차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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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 실적

구분 지표명 단위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차년도(국고)

탐방 프로그램 진행 횟수 회

1 2 200%

1차년도(교비) 1 1 100%

2차년도 1 1 100%

3차년도 1 1 100%

4차년도 1 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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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년 사업 평가

1. 잘된 점

• 2019년 본교는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에 따라 필

수교육형 통일교육을 토대로 연구중심형, 학과중심형 통일교육

을 활성화 및 내실화하였고 선택교육형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 

특히 통일관련 선택교과목 개발에 노력

• 숭실대학교의 통일교육 모델의 중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타 대

학으로의 모델 확산 및 보급에 노력함

구분 내용

필 수
교육형

• 교양필수 ‘한반도평화와 통일’ 교과목의 프로그램 심화 발전 및 확산
 -  ‘숭실통일맨’(평양숭실-숭실대-오두산통일전망대 등 공간으로 연결되는 ‘숭
실통일’의 역사만들기), ‘층간소음’(토크콘서트-윗집 북한과 아랫집 남한의 소
음극복프로젝트) 등 2박 3일 프로그램의 발전적 완성 및 프로그램 효과성 상승
 -  핵심프로그램인 ‘층간소음’의 타 대학 확산

연 구
중심형

•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구 다변화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네트워크 확장 및 연구 교류 활성화
 -사회주의 체제전환 연구 등 연구 다변화

• 지속적인 교수 대상 통일교책지정 연구 지원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 2019년 8개 과제 선정, 교수의 통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

학 과
중심형

•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의 활성화 및 확산
 - 2019년 현재 융합전공학생 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2월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 졸업생 13명 배출
 -학생 대상 심화프로그램(글로벌소지역 탐방 논문지원 연구, 학·연·산 인턴
십 논문지원 연구)의 활성화와 타 대학 확산을 통해 전공 심화 교육의 성과 

선 택
교육형

• 다양한 선택 교과목 개설을 통한 선택 교육의 활성화 및 확산
 - (교과) 2019년 본교와 타 대학에 9개 통일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2020
년도 교과목 개설(확정)을 통해 전공자 뿐 아니라 일반대학생의 통일 교육 
저변 확대
 - (비교과) 「통일역사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분단과 통일의 역
사를 체험하고 통일의식 제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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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개선)사항 및 보완 계획

• 2019년은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균형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각 모델의 심화발전은 물론, 각 모델과 핵심프로

그램의 확산에 주력함

• 선도대학으로서 숭실대의 통일교육 모델의 고도화와 타 대학으

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본교의 노력은 물론, 모델과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방법이 모색

되어야 함

• 선도대학 숭실대학교의 프로그램의 보완 계획은 기본적으로 ‘종

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의 고도화를 통한 교내 안정적 

통일교육은 물론 핵심프로그램의 전방위적 확산에 주력

• 숭실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 프로그램 보완계획은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제시

구분 내용

필수
교육형

• 교양필수 ‘한반도평화와 통일’ 교과목의 프로그램 확산
 - ‘숭실통일맨’과 같이 학교의 특성에 맞는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델 
보급
 -특히 ‘층간소음’과 같은 대표 프로그램의 전국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

연구
중심형

•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의 확대는 물론,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교류의 강화
 -북한 및 한반도와 국제관계 등 전문연구의 심화 및 활성화
 -선도대학으로서 경험을 확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학과
중심형

•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학생 대상 프로그램 발전 방안
 -접경지역 및 사례지역 등 현지 대학생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관계망 마
련
 -융합전공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구축 필요 

선택
교육형

• 다양한 선택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노력
 - (교과) 통일관련 교과목 개발 및 개설을 위해 각 학교 교과과정 구성 절차 
어려움 등 해소방안 논의 필요
 - (비교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은 물론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12-2월까
지의 겨울방학 활용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