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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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적십자총재의 제

안으로 자생적 모임인「북생모(北生모)」를 조직하고 차세대를 위한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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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실질적 통일 준비에 기여하고자 함. 북생모는 매월 2회의 자발적 모임

을 통해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 태

동에 밑거름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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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민주, 체제전환 등)로서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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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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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사업개요 및 실적개요

1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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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하여 많은 재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공동체리더십훈련 및 인성교육 시 통일관련 특강 및 수

업 실시

- 교직원, 학생 대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통일아카데미 개설 

o 통일전문 역량강화 지수

- 사업 내 통일전공을 창의융합교육원 내에 신설과 학생 자기주도 설계전공 신

설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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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예상 성과 

o 통일기초 역량강화 지수

-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수 1,973명 (전교생의 약 50%)

- 통일관련 특강 교직원 참여자수 60명(전 교직원의 약 21%수준)

o 통일전문 역량강화 지수

- 통일전공선택 및 통일개척자 양성 이수 학생수 60명 (전교생의 약 1.5%)

-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강좌수 20

-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5

- 통일 관련 데이터 수집 건수 100

o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 지역주민 대상 통일인식 확산 실적 200 

-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 확산 실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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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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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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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진과제

구분 단위사업 주  요   내  용

연구
개발

통일전공 교과목 개발  o 통일 전공 기초 교과목 2개 개발

전공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o 기존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통일교육 콘텐츠 5~10개 개발

빅데이터 
센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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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학생, 전문가, 대중 및 외국인(학생) 대상 책 발간

통일교육을 위한 
코리아 피스빌딩

 o 국내·외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 국내·외 전문가 등과 세미나, 포럼, 회의 및 자료집발간, 통일교육활동

강좌
(모델)
운영

교과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o 개발된 통일(전공)교과목 등 교내 통일강좌의 개설 및 운영
  - 통일(전공)교과목 등 교내 통일강좌를 창의융합원에 통일전공트랙으로 개설
 o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통일과목 운영
  - K-MOOC 활용
  - `인성교육`과목 및 팀모임 (공동체리더십훈련) 활용
  - `통일한국개론` 교과 활용

교양필수(선택군) 
교과목 신설

 o 과목 개설
  - 교양필수선택군에 `통일후 한반도` 과목 운영
  - K-MOOC 강좌 운영

전공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o 콘텐츠 운영
  - 기존 수업에서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빅데이터 
센터교육

 o 전산 전공 개설 수업 연계를 통한 통일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저장소 
설계 및 프로토타입 구축 실습

비
교과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o 기존 개발된 통일(전공)교과목 등 교내 통일강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K-MOOC, 팀모임 등에 특강 및 재학생관련 활동지원

옴니버스 
통일 세미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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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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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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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8~2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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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핵심성과 요약

선도대학 지정일 ~ 2022. 12. 31 (4년)

지표명(단위) 관련세부사업
2차년도 목표
(`20.3 ~ `20.12)

2차년도
실적

목표대비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참여자수

⑥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900 1,783 (13회)

158%

⑧ 옴니버스통일세미나(학생대상) 50 57 (4회)

⑨ 통일리더스클럽(특강) - 62 (2회) 

⑩ 평양과기대교류 - 96 (2회)

⑪ 통일아카데미개설(재학생) 800 953 (18회) 

⑫ 한동통일교육주간지원 250 173 (6회)

계
1,973주)

(전교생의 약 50%)
3,124

(전교생의 약 79.1%)

통일관련 특강 
교직원참여자수

⑥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60

(전 교직원의 
약 21%수준) 

103 (2회)
(전 교직원의 
약 36%수준) 

171%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전공선택 및 
통일개척자 

양성이수학생수

*통일법제론1(송○호) . 
*공학프로젝트기획(남○창) 60

(전교생의 약1.5%)
60 100%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창의융합원)

통일교육관련 
콘텐츠활용강좌 수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및  
 교양교과목 신설(창의융합원)

4 4

150%
① 통일전공교과목개발 2 5

② 통일전공콘텐츠개발 및 운영 10 17

⑦ 통일빅데이터센터 교과운영 4 4

계 20 30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④ 옴니버스통일세미나(책발간) 1 1

320%

⑤ 통일교육을 위한 코리아피스빌딩 1 1

⑨ 통일리더스클럽(논문) 2 5

⑬ 통일한국공모전　 1 9　

계 5 16

통일 관련 
데이터 수집 건수

③ 통일빅데이터센터구축 100 15,000 15,000%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지역주민 대상
통일인식확산 실적

⑪ 통일아카데미개설(지역사회대상) 200 206 (7회) 103%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확산실적

⑥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⑩ 평양과기대교류
⑪ 통일아카데미개설(외국인)

60 60 (5회) 100%

주)‘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참여자수’의 2차년도 목표치 1,973명은 1,2차년도 누적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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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추가성과

기타
추가성과

총 건수 
00건

통일빅데이터센터 구축
빅데이터센터 웹서버 구축

빅데이터센터 서버센터 구축

평양과기대 교류협력

평양과기대와 온라인 워크샵

전공협업체계 구축(진행중)

평양과기대 암생물학 교과목 온라인수업 진행

한동통일교육주간지원
통일부 통일교육주간 동영상 제작

한동 인권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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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차년도 사업 성과 

1 핵심 성과

① 통일교육관련 교과목개발 및 개설 집중

o 통일전공교과목 5과목 개발 (기존목표 2과목개발)
* 5명의 교수진이 개발참여

o 통일전공콘텐츠개발 (8개 전공교과목)
* 7명의 교수진이 개발참여

o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및 교양교과목 개설 (교내 창의융합교육원)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 통일전공교과목 3과목 (1차년도 개발과목)
* 교양교과목 - ‘통일후 한반도’ (1차년도 개발과목)

o 통일전공콘텐츠개발 9개 교과목 수업적용 (1차년도 개발콘텐츠적용)

② 통일 빅데이터 센터구축

o 통일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검색엔진개발 및 보완(프로토타입)

o 통일 빅데이터센터 웹서버구축

o 북한과 통일관련 자료 15,000건 이상 수집 (기존목표 100건)

☞ 북한 및 통일관련 1,2차 자료들의 통합적 관리활용 모델제시

☞통일을 위한 학제간 융합 교과과정에서 통합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개발

③ 평양과기대 교류협력사업

o 평양과기대-한동대 온라인 워크샵실시 (교육교류협력에 대한 논의)

o 평양과기대 암생물학 교과목 신설, 수업 진행 (한동대 백○현교수)

o ICT 전공관련 사진 및 동영상 콘텐츠정리 및 제작

o IT-Working Group의 지속적인 교류

☞ 평양과기대와의 교육협력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교육 모델지속개발 

☞ 남북한 대학간 교육협력 및 통일교육의 선구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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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수의 통일관련 전문가 특강진행 

o 전교생의 79.1%가 통일관련 특강 및 강좌수강 (45회 3,124명/전교생 3,946명)

-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옴니버스통일세미나(학생대상), 통일리더스클럽, 평양과

기대교류, 통일아카데미개설, 한동통일교육주간지원  

o 전 교직원의 36%가 통일관련 특강 및 강좌수강 (2회 103명/전 교직원 285명)

-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o 지역사회 및 외국인대상 특강 목표치 달성 (각 206명, 60명)

-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평양과기대교류, 통일아카데미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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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과제별 실적

r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개발 

① 통일전공 교과목 개발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통일전공기초과목 2과목 개발

- 정성적 측면: 통일전공 트랙 개설 준비 성과 제고

   

 o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강좌 수
2 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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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차에 2과목을 개발함  

 o 주요 성과  

- 2차년도 목표치(2과목)의 250% 성과달성 (5과목 교과개발)

- 개발한 통일전공기초 5과목의 담당교수 및 전공, 과목별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음.

<통일전공 교과목개발 담당교수>

구분 담당교수 학부(소속) 개발 교과목명

1 김○석 전산전자공학부 북한과 IT

2 김○정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다문화 상담과 통일

3 원○천 법학부 국제인권법과 북한 

4 송○호 법학부 권리와 자유의 역사, 통일 

5 최○준 ICT창업학부 통일 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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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교과명 – 북한과 IT / 김○석>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김○석
전산전자
공학부

  IT가 사회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시대임. IT가 북한 사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IT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 발전전략, 정책 등을 살펴보고, 특히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산업, 경제, 북한 주민들의 삶 등에 IT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추후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를 수행할수 있음. 

주차별 주제
(Topics)

1주차: 북한 과학기술 정책 개요 #(Handong)

2주차: 김정일시대까지의 북한의 IT발전 역사 #(Handong)

3주차: 김정은 시대에서의북한의 IT발전 개요 #(Handong)

4주차: 북한과 IT분야 초중등교육 현황 #(Handong)

5주차: 현재 북한 IT분야 고등교육 현황 #(PUST)

6주차: 북한 주민들의 생활속의 북한 IT 현황 #(PUST)

7주차: 팀별 발표 

8주차: 팀별 발표 및 중간고사

9주차: 북한 IT산업 현황 #(PUST)

10주차: 남북한 IT산업 협력방안 -#(Handong)

11주차: IT 기반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12주차: 북한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기 #(Handong)

13주차: 북한을 위한 IT분야의 적정기술 #(PUST)

14주차: 4차산업혁명과 북한

15주차: 팀별 발표

16주차: 팀별 발표 및 기말고사

<개발교과명 – 다문화 삼당과 통일 / 김○정>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김○정
상담심리
사회복지

  현재 한국 내 다문화 인구수는 2019년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인구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이 
자선의 원 문화를 떠나 한국이라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겪는 개인， 부부， 가정， 자녀 양육 등의 
복잡한 심리사회적 이슈들은 내국인 뜰이 일상에서 겪는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다문화역량을 기르는 것과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이론과 실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상담자 훈련 커리큘럼의 주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3만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간의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의 예비과정이라고 볼 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북한 이탈 주민 모자의 아사사건은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human service 현장전문가들의 다문화 상담 
역량이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하생략))

주차별 주제
(Topics)

1주차 : 다문화 상담의 이해와 기술

2주차 : 다문화 상담의 주요현상

3주차 :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4주차 : 다문화 상담의 개입

5주차 :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

6주차 : 북한 이탈 주민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7주차 : 북한 체제 트라우마 이해 1

8주차 : 중간고사

9주차 : 북한 이탈 주민의 상담적 이슈에 대한 이해

10주차 : 북한 이탈 주민 아동, 청소년 상담

11주차 : 북한 이탈 주민 가족 상담

12-15주차 : 사례연구 1-4 (발표) 

16주차 :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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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교과명 – 국제인권법과 북한 / 원○천 >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원○천 법학부

  국제인권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법학/사회과학 전공과목으로서 
통일관련 영어강의 과목임. 북한은 유엔가입국으로서 현재까지 5개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되어있음. 북한이 
가입되어있는 인권규약과 유엔인권보호레짐을 소개하고 국제법과 유엔인권보호제도를 통한 북한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북한을 사례로 한 국제인권연구과목이며, 이에 따른 북한인권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

주차별 주제
(Topics)

1주차: Introduc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 
2주차: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North Korea
3주차: International Human Right Protection Mechanism and North Korea
4주차: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North Korea
5주차: UN Charter-Based Procedures(Universal Periodic Review & UN Thematic Procedure), North Korea
6주차: UN Country Specific Mandate and UN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
7주차: U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8주차: Research Workshop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Midterm 
9주차: Int′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nt′l Covenant on Economic 
      and Social Cultural Rights and North Korea
10주차: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and North Korea
11주차: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orth Korea
12주차: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North Korea
13주차: Justice and Accountability of North Korea (Truth & Reconciliation) 
14주차: Human Rights Civil Society and North Korea
15주차: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Korea
16주차: Seminar and Final   

<개발교과명 – 권리와 자유의 역사, 통일 / 송○호>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송○호 법학부

  남북의 분단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세계사적 조류의 충돌의 산물임. 따라서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민족사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세계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분단 이후 70년을 지나며 남북한이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받아들인 각각의 ‘가치질서’가 각 분단국의 

발전과 퇴보를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인류문명사의 발전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통일된 국가의 가치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국가의 가치체계가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와 분단사와 비교하여 고찰해보고자 함.

주차별 주제
(Topics)

1주차 : 문제제기 -남북한 분단사 개요(공산주의 체제, 북한의 유일사상체계 분석 등)
2주차 : 문제제기 -남북한 분단사 개요(공산주의 체제, 북한의 유일사상체계 분석 등)
3주차 : 한국인, 북한인 그들은 누구인가?(공통역사 인식 및 현재의 차이
4주차 : 한국인, 북한인 그들은 누구인가?(공통역사 인식 및 현재의 차이
5주차 : 권리와 자유의 역사의 뿌리로서의 서양사 이해
6주차 : 권리와 자유의 역사의 뿌리로서의 서양사 이해
7주차 : 권리와 자유의 역사의 열매로서의 서양사 이해
8주차 : 권리와 자유의 역사의 열매로서의 서양사 이해

9주차: 동양의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

10주차: 동양의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
11주차: 동서양의 차이 및 현재 각 나라의 현실 비교
12주차: 동서양의 차이 및 현재 각 나라의 현실 비교
13주차: 남북한 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 한반도 역사의 인류보편사 관점에서의 고찰 
14주차: 남북한 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 한반도 역사의 인류보편사 관점에서의 고찰 
15주차: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통일 한국의 가치체계)
16주차: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통일 한국의 가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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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교과명 – 통일 후 독일 / 최○준>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최○준
ICT 

창업학부

본 연구는 2021년부터 ‘독일통일개론’에 추가될 ‘통일 후 독일’의 교과목개발을 위해 교재 내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독일통일 이후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한반도에 주는 교훈을 도출함.

주차별 주제
(Topics)

1주차: 기존의 독일독일개론수업 강의

2주차: 기존의 독일독일개론수업 강의

3주차: 기존의 독일독일개론수업 강의

4주차: 기존의 독일독일개론수업 강의

5주차: 기존의 독일독일개론수업 강의

6주차: 기존의 독일독일개론수업 강의

7주차: 기존의 독일독일개론수업 강의

8주차: 기존의 독일독일개론수업 강의

9주차: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 및 경제

10주차: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 및 교육

11주차: 통일 이후 독일의 문화 및 국방

12주차: 통일 이후 독일의 환경 및 에너지

13주차: 통일 이후 독일의 외교 

14주차: 통일 이후 동독의 인종주의 및 페기다 운동

15주차: 통일 이후 독일이 한반도 통일 이후를 위한 교훈

16주차: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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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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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교육관련 콘텐츠 활용 강좌 수

10
(5과목 콘텐츠개발)
(5과목 콘텐츠운영)

17
(8과목 콘텐츠개발)
(9과목 콘텐츠운영)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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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과목의 통일 교육 콘텐츠 개발

- 9개 과목의 통일 교육 콘텐츠 운영 (1차년도 개발한 콘텐츠)

- 개발된 17개의 통일교육 콘텐츠(부교재, 강의안 등)를 통해 각 전공별 통일 대

비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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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공콘텐츠개발 담당교수 및 연구과제>

구분 담당교수 학부(소속) 연구과제(개발과목)

1 강○필 언론정보문화학부 북한 광고연구

2 송○호 법학부 북한의 행정법제연구

3 이○경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북한 토양 특성 반영 토양역학 콘텐츠개발

4 전○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 경험 

5 정○은 창의융합교육원 북한이탈주민 발음 교육 연구

6 정○은 창의융합교육원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7 조○신 법학부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8 최○준 ICT창업학부 북한의 세계관

<전공교과목 – 광고론 / 강○필>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강○필
언론정보
문화학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역 및 마케팅의 관점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짐작하

듯이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광고라는 것이 실재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더라도 관제 광고로만 생각하지

만 실제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 거점을 마련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북한의 

광고법제를 이해하면 무난하게 광고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물론 수많은 관제 제약을 받기는 하는 것이 사실

이다. 아직 북한의 광고라는 독립적 과목을 열기에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단독 과목 

개설은 어렵겠지만 현재 “광고론”수업에서 부분적으로 북한의 광고를 다뤄 나가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11주차: 북한 광고의 변화와 광고 인식

12주차: 2000년의 6·15 공동선언,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광고의 변화

13주차: 북한의 광고와 선전물 비교

14주차: 북한의 광고물 분석

<전공교과목 – 행정법 / 송○호>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송○호 법학부

  통일의 최종 단계는 각 사회의 핵심 가치를 규범화한 법제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분단 70년이 

넘은 남북한의 법체계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로서의 의미가 있음. 특히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을 생각할 때 전공 수업에서 관련된 북한의 해당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 존재. 1차년도 법학입문 과목을 통해 전반적인 남북의 법체계를 비교해보았다면, 2차년도에는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북한 행정법 관련 북한의 원전 논문 등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남북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

써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함.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1~2주차 : 북한 행정법 관련 북한에서 발간된 행정법 등 원전 논문분석하여 북한행정법 체계의 특징을 살핌. 

3~4주차 : 남북 행정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북한 행정법체계의 발전방향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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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목 – 토양역학 / 이○경>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이○경
공간환경
시스템
공학부

* 통일한국과 남북경협(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 대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북한의 토질공학적 기반 특성과 활용이 요구됨. 북한의 토양 황폐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위험성

을 방지하는 지표면토양 영역의 안전한 이용이 절실함(매년 우기에는 양분이 많은 다량의 표토 유실이 발생

함.) 북한 토양의 특성(물리적 특성, 지하수 유동, 강도, 압축성 등)을 반영하는 개발사업 체계적 기반체계가 

요구됨. 향후 통일 시대에 요구되는 단위 및 지구 계획 과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양 정보 활용 공학적 

기반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1주차 : 토양 및 지하수 유동(Soils and Seepage)

2주차 : 유효응력(Shear Strength)

3주차 : 전단강도(Shallow Foundation-Footng)의 해석 및 설계

4주차: 응력과 토양변형

<전공교과목 – 심리세미나 / 전○희>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전○희
상담심리
사회복지

 본 교육 콘텐츠에서는 북한에서의 신앙 경험, 북한이탈주민의 회심과정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신앙발달과 

심리발달, 북한이타주민 대상 기독교사역과 교회의 역할, 그리고 총 망라하여 통일시에 신앙과 사역에 대하

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1주차: 북한에서의 신앙 경험  

2주차: 북한이탈주민들의 회심과정 이해 

3주차: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발달과 심리발달 1 

4주차: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발달과 심리발달 2 

5주차: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역과 종교의 역할

<전공교과목 – 한국어발음교육론 / 정○은>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전○은
창의융합
교육원

  최근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도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학

습자 집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를 대조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음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어 학습자 집단 중

의 한 축인 ‘북한이탈주민’의 모국어인 문화어와 한국어의 발음 체계를 대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들을 

위한 다양한 발음 교육 방법과 학습 활동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표준어와 문화어의 발음 대조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발

음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1주차/1차시: 북한 발음 규범, 문화어 화자의 자음 발음, 문화어 화자의 모음 발음

1주차/2차시: 1. 발음 교육의 실제, 2. 발음 교육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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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목 – 한국어어휘교육론 / 정○은>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전○은
창의융합
교육원

  일반 목적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 진입 초기부터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는 언어로 인

한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어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최선경, 2020). 그리고 이 어휘 차이는 외

래어와 탈북청소년의 학업과 관련된 어휘에서 크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탈북청소년은 앞으로 

통일의 시대에 남과 북을 연결해 줄 귀중한 인적 자원이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배경과 목적의 한국어 학습

자 대상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해 어휘 항목 선정, 교육 과정, 교육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1주차/1차시: 남북한 어휘 대조: 기초어휘, 외래어를 중심으로

1주차/2차시: 탈북청소년의 언어적 특성, 탈북청소년 대상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 및 필요성

2주차/1차시: 탈북청소년을 위한 어휘 교육 항목 선정, 탈북청소년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 토론

<전공교과목 – 경제법 / 조○신>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전○은
창의융합
교육원

  법학부 전공수업(경제법)에서 일부를 할애하여 북한경제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통일후 경제질서를 법제적 

관점에서 구상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이러한 내용은 경제법의 강의목적에도 매우 부합하는 것이며,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법학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임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1주차 : 북한 경제 관련 법체계 개관 

2주차 : 북한 경제의 역사적 전개 

3주차 : 북한 경제의 현황 (90년대 이후의 시장화, 사유화를 중심으로) 

4주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과거와 현재 

5주차 :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로드맵 구상 

<전공교과목 – 종교와 현대사상 / 최○준>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최○준
ICT

창업학부

  본 연구는 저의 과목 ‘종교와 현대사상’에서 ‘북한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 본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1주차: 자연주의 - 북한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주의를 낳게 된 물질주의적 무신론인 자연주의 

세계관을 종교적 세계관으로 살펴보면서 장단점들과 단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2주차: 마르크스주의 – 북한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장한 

마르크스주의를 종교적 세계관으로 살펴보면서 장단점들과 단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3주차: 주체사상 – 북한의 세계관 중 가장 핵심적인 주체사상을 종교적 세계관으로 살펴보면서 장단점들과 

단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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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공콘텐츠운영 교과목>

구분 담당교수 학부(소속) 연구과제(전공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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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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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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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 관련 데이터 수집 건수

100 15,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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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각 전공영역에서 통일 

교육 콘텐츠 개발 시 필요한, 통합적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 효율적인 자료 관리 체계와 활용 방안 제안. 자료 검색을 위한 저장소 및 검

색 엔진 고도화. 

 o 주요 성과  

- 북한 및 통일, 통일교육 관련 자료 15,0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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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빅데이터센터 시스템 시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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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옴니버스 통일 세미나(1)

 o 달성목표: 

1) 정량적 측면: 매년 1권의 책 발간 및 학생 강연

2) 정성적 측면: 통일 대비 연구성과의 제고와 대학 내 파급효과

   

 o 2차년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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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1) 본 사업은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취지 중 연구의 측면의 사업으로서 한동대 

교수 및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세미나를 통해 학술적인 연구를 담당함. 

 2) 또한 한동대 교수진, 외부 전문가들의 세미나 등 연구 결과를 자료집, 책 

등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의 학생과 전문가, 대중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함.

 3) 2020년도에는 국내 학생용 통일개론서를 발간한 2019년도의 연장선에서 

외국인(학생 등)을 위한 영어로 된 통일 개론서를 발간하고자 함. 

       외국학생, 외국인의 관점을 고려하여 보다 쉽고 설득력 있게 북한, 통일 

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번역, 감수하고자 함.

 

 o 주요 성과 

1) 정량적 측면: 

  - 1권의 책발간 : 외국인(학생 등)을 위한 영어로 된 통일 개론서를 발간함 

<옴니버스 통일세미나 책발간 주제 >

구분 담당전문가 소속 연구주제

1 전○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남북주민의 심리적 이해

(Psychological and soci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s and our preparations for their recovery)

2 송○호 법학부
남북관계  등 통일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Korea Unification)

3 최○준 ICT 창업학부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Preparation and View of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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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 측면:

-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동으로 통일 교양 도서를 발간하여 교내 통일 교

육, 연구의 파급효과를 도모함.

- 발간한 교재는 교내 통일교양과목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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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일교육을 위한 코리아 피스빌딩

 o 달성목표: 

1) 정량적 측면: 자료집 1권의 책을 발간하여 재학생 통일교육에 활용함.

2) 정성적 측면: 국내뿐만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연구성과의 제고 및 대학 내 파급효과 

   

 o 2차년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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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1) 통일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의제를 보다 심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한동으로 초청하거나, 현지 전문가들과의 

현지세미나, 포럼, 회의를 실시함. (3~5회)

 2) 실시한 세미나, 포럼, 회의 등의 자료를 자료집으로 활용하여 재학생 통일

교육에 활용함.

 o 주요 성과 

1) 정량적 측면: 

  - 1권의 책발간 : 한반도 평화구축 분야의 통일전문가들과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를 진행하며, 교내에서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을 1권 발간함. 다

양한 전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함.

<통일교육을 위한 코리아 피스빌딩 2회 세미나실시>

구분 발제자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세미나주제

1 박○춘 한동대학교 17명 ‘20.05.15 / 수에노 관계중심적 One Korea를 위한 고찰

2
Michael 
Schluter 

RPI 17명
‘20.06.18-20 / 
온라인 줌

사회개혁가를 위한 하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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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위한 코리아 피스빌딩 책발간 주제 >

교수 소속 연구목적(필요성) 

박○춘
전산전자
공학부

  한동대학교는 통일한국 문제를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했고 이에 따라 통일한국 프로젝트에 큰 관심과 지원

을 해 왔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한동대는 2019년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통일

교육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한동대 통일교육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한동대가 통일교육 이외의 분야들은 어떻

게 보완할 것이며 본격적인 통일시대로 나아감에 한동대의 총체적 접근과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보완적 전략이 필요한지 연구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통일 과정뿐 아니라 통일후 한반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1. 한동대학교 통일한국 문제 총체적 접근 및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보완 방안 모색

   2. 통일후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자료 수집 및 방법 모색

  통일문제는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한데 한동대학교가 갖고있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

들에 앞서서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대학으로

서의 정체성에 맞는 통일한국 문제의 총체적이고 보완적 전략과 방법론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한국은 단순한 남쪽 혹은 북쪽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현재 남과 북이 가진 문제점을 진단할 때 이

미 공산주의는 그 종말을 고했고, 자본주의 역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한국은 정치-사회-경제

의 대안적 해결책이 필요한데 통일한국센터는 이 대안적 해결책을 성경적 근거에서 찾고자 한다. 한동대의 

설립목적이 성경적 세계 구축의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안적 연구로서 관계 중심 사회와 성경적 

경제 대안을 제시한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통일한국을 위한 한동대학교의 대안적 방안을 찾

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내용
(주차별 주제)

 통일후 한반도 대안모색

- 자본주의를 넘어서: 다시생각하는 경제관계

2) 정성적 측면:

- 국내뿐만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연구성과의 제

고 및 대학 내 파급효과 

- 실시한 세미나, 포럼, 회의 등의 자료를 자료집으로 활용하여 재학생 통일교

육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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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통일교육 강좌 운영

⑥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통일(전공)교과목 3과목 등 교내 통일강좌를 창의융합원 통일한국

특화드로그램에 개설. 재학생 등 교내구성원대상 특강을 통한 기초역량강화

- 정성적 측면: 1차년도 개발된 통일(전공)교과 등 교내 통일강좌를 통일전공트

랙에 개설하여 재학생들에게 통일전문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부여함

  교내 재학생이 기존의 온라인·오프라인 통일교과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기초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o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 수

900 1,783 (13회) 198%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특강 교직원참여자수

60 103 (2회) 171%

(3)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확산실적

28 28 (3회) 100%

 o 세부 프로그램 개요 

- 1차년도 개발한 통일(전공)교과목 3과목 등 교내 통일강좌를 창의융합교육원

에 개설 및 운영하여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시

-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통일교육과목인 K-MOOC 교과목, 1학년 교양필수과

목인「인성교육」수업, 팀모임 등의 시간에 통일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통

일인식 확산 및 통일준비를 하도록 함

  * 재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상 통일 특강실시 또는 K-MOOC 등 온라인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실시

- 강의평가 및 설문을 통한 자체 평가 시행

 o 주요 성과  

   - 교내 창의융합교육원에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中
     *1차년도에 개발한 전공교과목 3과목(통일과법률, 통일한반도재건마스터플랜, 

독일통일개론)과 교양교과목‘통일후 한반도’과목을 개설함.

   - K-MOOC과정을 통해 2020년 1,2학기에 ‘통일한국의 준비와 조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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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함.

   - 재학생을 대상으로 13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1,700여 명의 학생들이 통일교

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한동인성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신입생 집중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인식 

확산 및 통일준비를 위한 자세를 제시함.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재학생대상 13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1
송○호
외 6명

한동대학교 182명 ‘20-1학기 / 한동대 통일한국개론 (온라인수업)

2
송○호
외 6명

한동대학교 186명 ‘20-2학기 / 한동대 통일한국개론 (온-오프병행수업)

3
박○춘
외 6명

한동대학교 214명 ‘20-1학기 / 온라인 KMOOC 1학기: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4
박○춘
외 6명

한동대학교 246명 ‘20-2학기 / 온라인 KMOOC 2학기: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5 송○호 한동대학교 20명 ‘20-2학기 / 한동대 통일법제론 1

6 서○수 한동대학교 29명 ‘20-2학기 / 한동대 통일한반도 재건 마스터플랜

7 송○호 한동대학교 7명 ‘20-2학기 / 한동대 통일과 법률

8 최○준 한동대학교 473명 ‘20.06.03(수) / 온라인 한동인성교육 – 통일과 화해

9 송○호 한동대학교 6명 ‘20.09.28(월) / 온라인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온라인 설명회

10 윤○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명 ‘20.11.02(월) / 온라인
북한 경제, 어디까지 왔나? 

- 최근 북한 경제 동향과 이중구조

11 김○주 NKDB 17명 ‘20.11.12(목) / 한동대 북한인권, 통일 그리고 회복

12 박○춘 한동대학교 365명 ‘20.12.02(수) / 한동대 한동인성교육 –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

13 신○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9명 ‘20.12.14(월) / 온라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교직원대상 2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1 박○춘 한동대학교 23명 ‘20.11.10(화) / 한동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소개 및 

교과편성

2 송○호 한동대학교 80명 ‘20.12.23(수) / 한동대 시대적 사명, 통일

<통일교육 및 강좌운영지원 외국인대상 3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1 최○준 한동대학교 11명 ‘20-1학기 / 한동대 한동인성교육 - 독일 통일의 교훈

2 박○춘 한동대학교 16명 ‘20-2학기 / 한동대
한동인성교육 -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적관점

3 송○호 한동대학교 1명 ‘20.12.23(수) / 한동대 시대적 사명,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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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강사례1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박○춘 교수
외 6명

한동대학교 214명 ‘20-1학기 / 한동대
KMOOC 1학기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내 용

  K-MOOC강의로 역사적 관점에서 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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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사례2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김○주 NKDB 17명
‘20.11.12(목) / 

한동대
북한인권, 통일 그리고 회복

내 용

  북한인권개선과 통일을 위해 현재,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아보고,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경로 등을 소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받아야 하는 

탈북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공감하며, 이에 우리가 할 역할을 되새긴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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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강사례3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신○철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29명
‘20.12.14(월) / 

온라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내 용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알아보고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 
안보 및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망해본다.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할 지 알아본다.

사 진

 o 특강사례4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송○호 한동대학교 80명 ‘20.12.23(수) / 
한동대

시대적 사명, 통일

내 용

  시대적 사명으로써의 통일은 한동의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지녀야하는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다. 학교에서 참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통일의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이다. 이에 우리 교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명의식을 지니고 주어진 일에 임해야할지 알아본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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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일 빅데이터 센터 교육

 o 달성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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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타입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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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2) 통일전문 역량강화지수
통일교육관련 콘텐츠활용강좌 수 

4건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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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소 속
참가 
인원

전공 
교과명

프로젝트명

1 홍○길 ‘20-1학기
전산전자
공학부

8명
Database 
System

One Korea Open Dictionary,
Web Service for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2 남○창 ‘20-1학기
전산전자
공학부

2명
캡스톤
디자인

2020-1 캡스톤디자인
“통일빅데이터센터 분석 및 시각화”

3 홍○길 ‘20-1학기
전산전자
공학부

2명
캡스톤
디자인

2020-1 캡스톤디자인
“통일빅데이터 검색서비스 소프트웨어 스택설계 및 구현”

3 홍○길 ‘20-2학기
전산전자
공학부

2명
공학프로젝
트기획

2020-2 공학프로젝트기획

“통일 빅데이터 센터 벡엔드 설계”

4 남○창 ‘20-2학기
전산전자
공학부

27명
자바프로그
래밍언어

통일관련 데이터처리 엔진 구현

 - Database System 프로젝트 연구내용 (2020-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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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스톤디자인수업 연구내용 (2020-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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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프로젝트기획 연구내용 (2020-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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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프로그래밍언어 연구내용 (2020-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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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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 수

50 57 (4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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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개최.

 - 총 50 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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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장소 세미나(특강)주제

1
강○완교수 

외 4명
동아대학교 6명

‘20.10.30(금) 
/ 온라인

통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각

2
전○희교수 

외 3명
한동대학교 16명

‘20.11.06(금) 
/ 한동대

학제간 융합 통일연구세미나 2020 
– 북한 아동의 인권과 삶의 질

3
M. Lee 
외  1명

한동대학교 25명
‘20.11.10(화)

/ 한동대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사역

4
박○현교수

외 3명
한동대학교 10명

‘20.11.17(화) 
/ 한동대

한동교수 통일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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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미나사례1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전○희교수
외 3명

한동대학교 
법학부

16명
‘20.11.06(금) 

/ 한동대

학제간 융합 통일연구세미나 
2020 – 북한 아동의 인권과 

삶의 질

내 용

*세션1 : 남북한 아동복지법제와 국제법의 틀에서 본 아동인권

 (1) 송○호 교수, 임○실 석사과정 - 남북한 아동복지법제 비교 

 (2) 원○천 교수, 강○선 석사과정 - UN아동권리협약으로 본 북한 아동인권실태와 개선

*세션2 : 북한청년의 심리·사회적 연구

 (3) 가○한 교수, 김○환 박사 - 북한 청년의 애착문제와 물질사용장애 취약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전○희 교수, 김○환 박사 - 북한이탈청년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연구

 

*세션3 : 학제간 융합 연구의 특성 - 법학과 심리·사회학의 만남 (전체토론)

 - 북한아동의 삶의 질을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의 특징, 어려운 점, 방향성 모색, 후속연구 등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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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미나사례2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박○현교수
외 3명

한동대학교 
법학부

10명
‘20.11.17(화) / 

한동대
한동교수 통일토크

내 용

  통일과 북한에 열정을 지니고 계신 한동 교수님 4분을 초청하여 자신만의 통일과 북한관련된 

고민거리를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수님 각자가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현재 통일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공유함으로써 교내 재학생들과의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되는 시간입니다.

  재학생들이 내가 공부하고있는 분야와 통일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통일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 솔직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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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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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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250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참여자수

- 62명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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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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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요 성과 

  - 통일리더스클럽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총 5개의 연구 콘텐츠 개발

  - 특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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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일반대학원
법학과

감염병(검역) 분야 협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국제 협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2 김○희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3 박 ○
일반대학원
법학과

체제전환국과 북한의 입법체계 형성과정 비교 분석을 통한 
북한의 입법 동향과 입법제도 발전전망

4 박○영
일반대학원
법학과

남북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소고

5 조○늘
일반대학원
법학과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위한 법제정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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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검역) 분야 협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국제 협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석

한동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백신과 항생제의 발전으로 감염병은 더 이상 위협적이 존재가 아니라고 평가

했으나 불과 수십년 만에 감염병은 전세계적인 위기로 부상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바이러

스 등과 같은 전염병 발병으로 남북 공동 검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 제

2조제4항에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규정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접근법에 있어서는 보건안보의 개념 

도입으로 감염병 위기를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국가적, 초국가적 협력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 공동 검역체계 구축에 있어 국제적인 보건안보의 

관점, 즉 실시간 질병 감시와 정보의 취합, 보고와 대응 등의 감염병에 대비하는 전 과정을 여러 지역과 초

국가 기구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이하생략)

[사례 1]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김○희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북한이탈주민 최초로 ‘태영호’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

선되면서(조선일보 2020년5월 9일) 남과 북 그리고 ‘통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슈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북은 2019년 9월에 이르러 약 3만 3천명이 넘는 북한이탈주

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통일부, 2019). 1950년 6.25전쟁 이후로 하나의 민족이 둘로 나

뉘었고, 1995년 이후 북한에 대기근이 들면서 식량부족으로 인해 대대적인 탈북이 시작되었다. 이후 약 

26년이라는 시간을 남과 북은 남한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으로 다시금 서로 공생하며 살게 되었다.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소로 한다고 명시에도 있다. 이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한다는 뜻이다. 1962년에 ‘국가유공자 및 월남기순자 특별원호법’이 처음으로 제정 되었으며, 

1997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법

적 지위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논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애리, 유순화, 2014; 엄태완, 2016; 한나, 이승연, 이지영, 2017; 

최윤형, 김수연 2013). (이하생략)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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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과 북한의 입법체계 형성과정 비교 분석을 통한 

북한의 입법 동향과 입법제도 발전전망

박 ○
한동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1. 연구배경 (필요성 및 목적) 

○ 남북 관계의 변화, 나아가 통일 내지 통일에 준하는 변화기류의 핵심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음. 

○ 여기서 가치의 핵심은 ‘법’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일차적 통일은 ‘법의 통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이를 남북교류협력의 틀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 간의 법제 교

류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남북한 상호 간의 ‘입법체계’ 이해의 통합은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의 국내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구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하생략)

[사례 3]

남북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소고

박○영

한동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협력은 장기간 분단

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서로 상이한 체제 아래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남북한이 단계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실체적 통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법제도적 차원의 협력의 중요성은 

이미 동서독과 남북 예맨, 중국·대만·양안간의 발전관계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남북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형식적 및 실질적 절차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며 통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 

및 국민의 통일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헌법 제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을 규정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그간 남북관계와 관련하

여 단계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령검토와 개선, 법률통합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지만 북한이 

만성적으로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에너지 협력사안을 사안을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논의들은 

매우 미흡했고, 더욱이 남북 간 에너지 협력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는 실

정이다. (이하생략)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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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위한 법제정비 연구

조○늘

한동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1. 연구의 중요성 / 목적

  2018년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이뤄낸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샘솟았고, 남북교류협력 또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

무위원장은 교류협력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

업 촉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현재 17개 모든 광역시도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다.2) 그

러나 여전히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지자체들이 교류협력사업을 수행

함을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적 토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하생략)

[사례 5]

<통일리더스클럽 특강 및 발표회 3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장소 발표회(특강)주제

1 조○현
통일과 

평화연구소
6명

‘20.6.16(화) 
/ 한동대

법을 통한 통일, 북한연구

2 박 ○ 한동대학교 9명
‘20.11.24(화) 

/ 온라인
미국 대북제재 법의 최근 동향 및 전망

3 김○환 한동대학교 56명
‘20.11.24(화) 
/ 온·오프병행

북한주민의 약물사용과정에 관한 연구

o 발표회(특강)사례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김○환 한동대학교 56명
‘20.11.24(화) 
/ 온·오프병행

북한주민의 약물사용과정에 
관한 연구

내 용

  1차년도 통일리더스클럽사업을 통해 연구하였던 ‘북한주민의 약물사용과정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재학생들에게 발표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가짐. 북한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남한에서의 적응과정, 그리고 약물에 접근하기까지의 단계를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사 진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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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한동대-평양과기대 교육 워크숍 개최 1회 1회  100%

이공계 과목 개발 (암생물학) 1과목 1과목  100%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수 (특강)

- 96명 (2회) -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확신실적 (교과)

15 15명 (1과목) 100%

 o 세부프로그램 개요

- 한동대학교-평양과기대 온라인 워크숍 개최 (8.27(목))

 *참석자 : 한동대 교수 6명,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 12명

 *일  정 : 14:00~16:00 교수 공동워크숍 및 협력방안 논의

-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 온라인 특강 (11.16(월) 16:00~17:30) 

 *참석자 : 한동대 재학생 및 교수 30명

 *주  제 : 평양과기대 현황과 한반도통일

- 박○춘교수 특강 (12.21(월) 19:00~21:00) - 온·오프라인병행 

 *참석자 : 한동대 재학생 및 교수 66명

 *주  제 : 평양과기대 설립과 한동인의 사명

- 한동대학교의 교과목 中 평양과기대 학생에게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모색

 o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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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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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대 생명과학부 암생물학(백○현 교수) 교과를 평양과기대 수업진행

- 전 세계 웹사이트 등에 있는 활용 가능한 교과 콘텐츠(동영상, 사진 등 수업자료) 수집

-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특강을 통해 평양과기대의 설립과 현황을 알리고 한동인으로

써의 통일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킴

<평양과기대 교류 협력 행사내용>

구분 행사명 참석자(강사)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교과내용)

1
한동대-평양과기

대워크샵

한동대 교수 6명,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12명
18명

‘20.08.27
/ 온라인

한동대-평양과기대
교육교류협력 워크샵 진행

2 암생물학 백○현교수 15명
‘20-2학기
/ 온라인

암생물학

3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특강
전○택총장 

외 1명
30명

‘20.11.16
/ 온라인

평양과기대 현황과 한반도통일

4 평양과기대 특강 박○춘교수 66명
‘20.12.21

/ 온·오프병행
평양과기대 설립과 한동인의 사명

 o 워크샵사례1

구분 소 속 참가인원 일시 / 장소 진행사항

워크샵 한동대학교 18명 ‘20.08.27 / 온라인
한동대-평양과기대

교육교류협력 워크샵 진행

내 용
한동대학교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의 교육교류 및 협력사안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협력 프로젝트 진행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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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강사례1

구분 강사 소 속 참가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특강
전○택 총장 

외 1명
평양과기대 66명

‘20.12.21
/ 온·오프병행

평양과기대 현황과 한반도통일

내 용

평양과기대 전○택 총장과 전○자 교수가 평양과기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양과기대가 한반도 통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동인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다가올 통일한국의 시대를 준비한다.

사 진

 o 특강사례2

구분 강 사 소 속 참가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특강 박○춘 한동대 66명
‘20.12.21

/ 온·오프라인
평양과기대 설립과 한동인의 사명

내 용

한동대 박○춘교수를 초청하여 평양과기대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까지의 

업적을 통일의 관점으로 제시하는 특강의 시간을 갖는다. 연변과기대를 이은 평양과기대의 

한반도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동인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설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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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일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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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수

800 953 (18회) 119%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지역주민대상 통일인식 확산실적

200 206 (7회) 103%

 (3) 열린 통일교육 확산지수
외국인 대상 통일인식 확산실적

17 17 (1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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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외국인 대상 통일강연을 실시함

- 단순히 1회성 수강이 아니라 통일아카데미를 통해 관심사가 유사한 수강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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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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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성과 

- 교내 구성원(학생/교직원) 대상 총 18회 특강(953명 참여)으로 통일아카데미실시

- 지역사회 대상 총 7회, 외국인대상 1회 특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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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역량 및 관심 분야별 네트워크 강화

<통일아카데미 특강 재학생대상 18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1 송○호 한동대학교 16명
‘20.05.12
/ 한동대

졸업 후 통일활동 지속방안

2 신○주 리얼워크 연구소장 20명
‘20.06.08
/ 줌 온라인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리더십

3 강○완 동아대학교 175명
‘20.06.17
/ 줌 온라인

최근 북한 접경에서 본 북한사람들

4 강○완 동아대학교 27명
‘20.09.14
/ 줌 온라인

최근 북중국경에서 본 북녘과 사람들

5 송○호 한동대학교 10명
‘20.09.22
/ 한동대

북한 주민 강제송환 사건에 관한 법적 고찰

6 전○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14명
‘20.09.24
/ 줌 온라인

통일과 SDGs (지속가능개발) 1

7 전○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16명
‘20.09.25
/ 줌 온라인

통일과 SDGs (지속가능개발) 2

8 강○완 동아대학교 181명
‘20.10.07
/ 줌 온라인

독일통일 30년의 순례

9 최○식 법무법인 산지 26명
‘20.10.26
/ 한동대

그대, 통일을 꿈꾸는가?

10 윤○휘 경북대학교 10명
‘20.10.27
/ 줌 온라인

1707년 잉글랜드-스코틀랜드 통합법

11 양○철 봉제사업대표 6명
‘20.10.28
/ 줌 온라인

북한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12 윤○휘 경북대학교 12명
‘20.10.29
/ 줌 온라인

통일의 유토피아 -
이탈리아, 독일의 첫 번째 통일사례

13 정○수 CCC 6명
‘20.11.04
/ 줌 온라인

통일준비와 국제적인 안목

14 박○춘 한동대학교 46명
‘20.11.05
/ 한동대

통일을 바라보는 눈 – 일본의 조선침략 및 식민지시대

15 김○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180명
‘20.11.11

/ 온오프병행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

16 송○수
신지양식

유한공사대표
5명

‘20.11.18
/ 줌 온라인

통일농업을 통해 땅을 회복하고, 
기회의 가치를 창출하다

17 임○환 올리브선교회 대표 22명
‘20.11.26
/ 한동대

북한을 위해서 한동대와 
연변과기대에서 배운 것들

18 전○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181명
‘20.12.16
/ 줌 온라인

통일한국의 실제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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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아카데미 특강 지역사회대상 7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1 송○호 한동대학교 법학부 23명
‘20.09.17
/ 줌 온라인

통일, 북한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

2 박○춘 한동대학교 법학부 19명
‘20.10.08
/ 줌 온라인

통일한국의 대안경제사회 모색

3 정○호 한동대학교 9명
‘20.11.05
/ 줌 온라인

남북 우호도시로 연결된 
자발적 연대 공동체와 한반도 뉴딜

4 최○준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32명
‘20.11.19
/ 줌 온라인

독일통일 30주년이 주는 교훈

5 마○호
한동대학교
법학부

19명
‘20.12.10
/ 줌 온라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인식과 사명

6 김○정 한동대학교 39명
‘20.12.2

/ 줌 온라인
탈북대학생 이해

7 양○철 봉제사업대표 65명
‘20.12.23

/ 온·오프병행
북한에서의 나그네 삶

<통일아카데미 특강 외국인대상 1회 실시>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1
M. 

Schulter

Relational 
Peacebuilding 
Initiatives

17명
‘20.11.18
/ 줌 온라인

A Practical Plan for Alignment of DPRK 
and ROK Institutions &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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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강사례1 (재학생대상)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강○완 동아대학교 175명
‘20.06.17
/줌 온라인

최근 북한 접경에서 본 북한사람들

내 용
최근 북중 국경에서 본 북녘과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과 현실을 

공감한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통일의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본다.

사 진

 o 특강사례2 (재학생대상)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전○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30명
‘20.09.24-25
/ 줌 온라인

통일과 SDGs (지속가능개발)

내 용
통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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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 한동대학교 32명
‘20.11.19
/ 줌 온라인

독일통일 30주년이 주는 교훈

내 용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 30년이 되는 시점에서 독일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체제가 다른 두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을 되새겨본다. 동독출신 

독일교환학생이 참가하며 통일된 독일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기회의 장이 된다.

사 진

 o 특강사례4 (외국인대상)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외국인
대상

M. 
Schluter

RPI 17명
‘20.11.18
/ 줌 온라인

A Practical Plan for Alignment of DPRK 
and ROK Institutions & Policy Goals

내 용
남북한 통일을 위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특강시간을 갖는다. 국가 및 
집단간의 갈등을 관계지향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상황을 

농업분야에 더 초점을 두어 식량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본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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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동통일교육 주간지원

[통일부 통일교육주간(‘20.05.18~23) 및 한동대 한동통일동행주간(‘20.11.8~14) 연계] 

 o 달성목표:

- 정량적 측면: 2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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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1) 통일기초 역량강화지수

통일관련 교양수업 등 학부생 참여자수
250 173 (6회) 69.2%

 o 세부프로그램 개요

- 봄 행사

* 통일부 통일교육주간(‘20.5.18~23)과 연계하여 진행함.   

*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통일관련 행사진행

- 가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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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인 북한중보주간(North Korea Intercessory Week)을 “한동통일동행주

간”으로 재정의하고,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 자율적이며 주도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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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8~23)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함.

* 통일교육주간에 맞춰 통일관련 행사진행

- 가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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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인 북한중보주간(North Korea Intercessory Week)을 “한동통일동행주간

(‘20.11.8~14)”으로 재정의하고,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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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개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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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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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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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주제

1 박○춘
외 2명 한동대학교 7명 ‘20.05.19

/한동대
통일교육주간 동영상제작 – 

한동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소개

2 권○신 새터마을교회 17명 ‘20.11.08
/한동대 북한과 통일을 위한 한동연합

3 유○란 북한체제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28명 ‘20.11.09

/한동대
북한주민의 생명과

북한체제트라우마 이해

4 오○훈 
외 4명 통일스케치특강 75명 ‘20.11.11

/한동대 통일스케지 특강

5 곽○은
외 6명 한동졸업생특강 25명 ‘20.11.13

/한동대 한동졸업생특강

6 김○수 통일교육원 21명 ‘20.11.14
/한동대 북한이해, 통일준비

7 세이지학회 한동대학교 30명 ‘20.11.08-14
/한동대 북한인권전시회

 o 봄행사사례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박○춘
외 2명

한동대학교 7명
‘20.05.19
/ 한동대

통일교육주간 동영상제작 – 
한동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소개

내 용
통일부 통일교육주간(‘20.05.18-23)을 맞이하여 한동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및 통일부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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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을행사사례1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오○훈 
외 4명

통일스케치 75명
‘20.11.11
/한동대 통일스케치 특강 

내 용
통일과 북한관련 외부 전문가 및 교내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통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통일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통일과 북한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나중에 하나된 국가를 이루는 밑그림을 그리는 스케치활동을 해본다.

사 진

 o 가을행사사례2

구분 강사 소 속
참가
인원

일시 / 장소 특강주제

교내
구성원대상

세이지학회 세이지학회 30명
‘20.11.08-14

/한동대
북한인권전시회

내 용
북한의 인권실상을 고발하는 포스터와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한다. 이를 통하여 한동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의 행태를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참여의 동기부여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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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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추진실적 

 

지표명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수 2 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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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팀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일인식고취를 위한 아이

디어를 제공하였으며, 통일인식확산에 기여함.

 o 통일한국공모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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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통일한국공모전 프로젝트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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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통일한국공모전 사업전용 Youtube 계정운용

  - https://www.youtube.com/channel/UCmydb7noCqBGWf0zde4d-gA
  - Youtube 검색창에서 ’Let’s Go UNIKOREA’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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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20년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1 사업 평가

o 2차년도 목표대비 모든 영역에서 목표달성

- 전교생 3,946명의 약 79.1%가 통일관련행사 및 활동에 참가(기존목표 50%)
- 통일전문역량강화를 위한 통일교육관련 콘텐츠개발(교과목 등) 150% 초과달성

- 통일전문역량강화를 위한 통일관련 콘텐츠개발(논문, 책발간 등) 320% 초과달성

- 지역사회대상 특강 및 외국인대상특강 목표달성

o 통일빅데이터센터 구축

- 통일빅데이터센터 검색엔진개발 및 보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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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생물학 교과목 신설 및 수업진행

- 평양과기대 총장 및 교수 특강실시

- IT-Working Group의 지속적인 교류

☞ 평양과기대와의 교육협력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교육 모델지속개발

☞ 남북한 대학간 교육협력 및 통일교육의 선구적 사례

2 향후 발전방안

o 2년차 사업은 강사섭외 및 학생 행사홍보 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웠음

- 코로나-19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 준비를 사전에 계획

할 필요가 있음

o 온라인 특강 및 행사 간 전달력이 부족하여, 학생참여의 동기부여 필요

-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수단을 더욱 활용하여 행사에 대한 정보노출 극대화

3 개선 및 건의사항

o 온라인 특강 및 행사가 늘어나고 있음. 다른 선도대학의 행사를 공유하여 참

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YOUTUBE계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