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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협력 ISSUE

국제연구협력 BOOK

■ 영산대 치위생학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망’
특강 개최

■ 한국글로벌피스재단. 2022. 『통일한반도의 비전과 국
제협력』. 매봉

[교수신문 2022. 04. 06]
이번 강연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영산대는 연속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과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오늘날 원조를 하
는 나라인 대한민국의 원조발전 역사를 담았다. 강연자로는
KOICA 부산사무소 홍순범 소장이 나섰다.
홍 소장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와 미래, KOICA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
생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71
28

2020년 10월에 창립된 통일실천교수협회는 회원 교수들이 주
축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코리안 드림 프

국제연구협력 PAPER
■ 국제연구협력 논문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제연구협력 동향 분석

레임워크를 각 전문분야에서 연구하고 추진전략을 발굴하면서
코리안 드림이 실현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꿈꾸며 남북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피스컨벤션 2021 통일외교 세션은 개화식, 기조연설, 발
제 및 토론, 종합토의로 진행되었다. "코리안 드림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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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연구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와 관련
하여 수행된 논문 정보원을 1차적으로 구축하고 구
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판된 논문의 현황 및 동
향, 특징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유롭게 통일된 한반도 건설, 동북아 및 세계적 변화의 기폭제
" 제하의 글로벌피스재단 문현진 세계의장의 축사, 서인택 한국
글로벌피스재단 회장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통일운동
방향" 인터뷰, 이어서 "통일한반도의 비전과 통일외교" 제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한국 발제자는 "통일한반도의 비전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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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발표하였고, 탈북 지식인은 "북한의 비전과 남북협력"
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발표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해 해당국 전문
가 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출처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
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
28029

출처 :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22
3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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