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지난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교육혁신센터

(센터장 김경미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육혁신및융합교육팀 주관으로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표방해 ‘新 숭실통신사’로 

명명된 숭실대 방문단 총 16명(학생 14명, 교직원 2명)을 일본에 파견했다.   

이번 숭실대 방문단은 ▲군함도 ▲나가사키 대학(일본 규슈 소재) ▲와세다 

대학(일본 도쿄 소재) ▲리츠메이칸 대학(일본 교토 소재) 등을 방문했다.   

일본규슈소재나가사키대학방문

[중앙일보] 입력 2018.01.30 16:42 

숭실대의 ‘新 숭실통신사’ 일본 주요 
대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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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월 17일(수)과 19일(금)에는 와세다 대학 및 리츠메이칸 대학의 

학생들과 △북한 정치체제 특성과 북핵문제 △북핵과 북한 핵무기의 

억지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한-일 협력 방안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의 평화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新 숭실통신사’ 단장인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는 “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일본의 명문 사학을 방문해 양국 학생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 참여한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심춘보 군은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남북 채널이 단절되고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었지만 극적인 화해무드로 진입하는 격변기를 거쳐 

진행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일본규슈소재나가사키대학방문

Page 2 of 3

2018-01-31http://news.joins.com/article/print/22330926



교양필수과목으로 도입했으며,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해 약 

50여 명의 학생이 전공을 이수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일본교토소재리츠메이칸대학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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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줄간격 인쇄하기 취소

숭실대 ‘新 숭실통신사’ 일본 주요 대학 
방문
구자윤 기자 입력 :2018.01.30 11:05 |수정 : 2018.01.30 11:05

학생 14명, 교직원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숭실대 방문단 '신 숭실통신사'가 최근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 대학을 방문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경미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육혁신및융합교육팀 주관으로 '新(신) 숭실통신사'로 명명된 숭실대 방문단 총 1

지난 16~20일 일본에 파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숭실통신사'는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에서 따온 명칭이다.

'신 숭실통신사'는 △군함도 △나가사키 대학(규슈) △와세다 대학(도쿄) △리츠메

(교토) 등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 17일과 19일에는 와세다 대학 및 리츠메이칸 대학

학생들과 △북한 정치체제 특성과 북핵문제 △북핵과 북한 핵무기의 억지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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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취소

재검토와 한-일 협력 방안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의 평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 숭실통신사' 단장인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는 "이번 일본 방문의 목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일본의 명문 사학을 방문

학생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 참여한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심춘보군은 “방문을 준비하

과정에서 초반에는 남북 채널이 단절되고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극적인 화해무드로 진입하는 격변기를 거쳐 진행돼 다양한 관점에서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도입했으며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해 약 50여명의 학생이 전공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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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13002109952660011

숭실대, ‘新 숭실통신사’ 일본 주요 대학 방문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 입력: 2018-01-30 14:25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경미 사회복지학부 교

수) 교육혁신 및 융합교육팀 주관으로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표방해 '新 숭실통

신사'로 명명된 숭실대 방문단 총 16명(학생 14명, 교직원 2명)이 일본을 유람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토 리츠메이칸대 토론 모습. 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경미 사회복지학부 교

수) 교육혁신 및 융합교육팀 주관으로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표방해 '新 숭실통

신사'로 명명된 숭실대 방문단 총 16명(학생 14명, 교직원 2명)이 일본을 유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숭실대 방문단은 ▲군함도 ▲나가사키 대학(일본 규슈 소재) ▲와세다 대학(일본 도쿄 소재) ▲

리츠메이칸 대학(일본 교토 소재) 등을 방문했다. 와세다 대학과 리츠메이칸 대학의 학생들과 북한 

정치체제 특성과 북핵문제, 북핵과 북한 핵무기의 억지 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한-일 협력 방안, 미국

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의 평화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新 숭실통신사' 단장인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는 "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

에 대해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일본의 명문 사학을 방문해 양국 학생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는 데 큰 의

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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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해 50여 명의 학생이 전공으로 삼고 있다.이규화 선

임기자 david@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력시간: 2018-01-31 09:56:13

Page 2 of 2디지털시대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2018-01-31http://www.dt.co.kr/etc/article_print.html?article_no=2018013002109952660011



숭실대, ‘신숭실통신사’ 일본주요대학방문

기사입력 2018.01.30 10:58:48 | 최종수정 2018.01.30 10:58:48 | 복현명 기자 | hmbok@ekn.kr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숭실대학교는 지난 16일~20일까지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융합교육팀 주관으

로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표방해 신 숭실통신사로 명명된 숭실대 방문단 총 16명(학생 14

명, 교직원 2명)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군함도 ▲나가사키 대학(일본 규슈 소재) ▲와세대 대학(일본 도쿄 소재) ▲리츠메이칸 대학(일

본 교토 소재) 등을 방문했다.

특히 17일과 19일에는 와세대 대학과 리츠메이칸 대학의 학생들과 북한 정치체제 특성과 북핵문제, 북핵과 북한 

핵무기의 억지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한-일 협력 방안,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

제로 한다.

한편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도입했으며 통일외교·개발협

력 융합전공을 개설해 약 50명의 학생이 전공을 이수하고 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신 숭실통신사 단장)는 "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

본의 대학·연구기관 등과 함께 숭실대생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지

만 극적인 화해무드로 진입하는 격변기를 거쳐 진행돼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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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용 기자 (kby2489@newscj.com)  승인 2018.01.30 18:13

HOME ∠ 사회 ∠ 교육·캠퍼스

숭실대 ‘新 숭실통신사’ 일본 주요 대학 방문

일본 규슈 소재 나가사키 대학 방문. (제공: 숭실대학교)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

지 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경미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육혁신및융합교육

팀 주관으로 숭실대 방문단 총 16명(학생 14명, 교직원 2명)을 일본에 파견

했다. 이 방문단은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표방해 ‘新 

숭실통신사’로 명명됐다.

이들은 ▲군함도 ▲나가사키 대학(일본 규슈 소재) ▲와세다 대학(일본 도

쿄 소재) ▲리츠메이칸 대학(일본 교토 소재) 등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 17일과 19일에는 와세다 대학·리츠메이칸 대학의 학생들과 ▲북

한 정치체제 특성과 북핵문제 ▲북핵과 북한 핵무기의 억지능력에 대한 재

검토와 한-일 협력 방안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의 평

화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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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용 기자

‘新 숭실통신사’ 단장인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일본 방

문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대학·연구기관과 우리 학교 학생

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일본의 명문 사학을 방문해 양국 학생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

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 참여한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심춘보 씨는 “방문을 

준비하던 중 남북 채널 단절,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

렀었지만 다시 극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돼 다양한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대

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교양필수과

목으로 도입했다. 또한 통일외교와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해 약 50여명

의 학생이 전공을 이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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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소식]'숭실통신사' 일본주요대학방문
배민욱기자  |  mkbae@newsis.com

등록 2018-01-30 17:52:52

【서울=뉴시스】

 ▲숭실대학교는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혁신센터교육혁신및융합교육팀' 주관으
로조선시대공식외교사절단인조선통신사를표방해 '신(新) 숭실통신사'로명명된숭실
대방문단총 16명(학생 14명·교직원 2명)을일본에파견했다. 이번숭실대방문단은군함
도, 나가사키대학(일본규슈소재), 와세다대학(일본도쿄소재), 리츠메이칸대학(일본교
토소재) 등을방문했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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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新 숭실통신사', 일본 주요 대학 방문
북핵, 아시아 평화, 북한문제 등의 주제로 일본 학생들과 토론

2018년 01월 30일 (화) 14:15:32 유제민 기자 yjm@dhnews.co.kr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경미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육혁신및융합교육팀 주관으로 숭실대 방문단 총 16명(학생 14명, 교

직원 2명)을 일본에 파견했다. 이 방문단은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표방해 '新 

숭실통신사'로 명명됐다.

이들은 ▲군함도 ▲나가사키 대학(일본 규슈 소재) ▲와세다 대학(일본 도쿄 소재) ▲리츠메이칸 대

학(일본 교토 소재) 등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 17일과 19일에는 와세다 대학·리츠메이칸 대학의 학생들과 ▲북한 정치체제 특성과 북핵

문제 ▲북핵과 북한 핵무기의 억지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한-일 협력 방안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

평양 전략과 한반도의 평화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新 숭실통신사' 단장인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

에 대해 일본의 대학·연구기관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한반

도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일본의 명문 사학을 방문해 양국 학생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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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 방문에 참여한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심춘보 씨는 "방문을 준비하던 중 남북 채널 

단절,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었지만 다시 극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돼 다양

한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도입했다. 또한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해 약 50여 명의 학생이 전공을 이수하고 있다.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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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아시아 평화, 북한문제 등 주제로 일본 학생들과 토론 펼쳐

숭실대생들이 와세다대와 나가사키대 등 일본 주요 대학을 방문해 현재의 북핵 

문제와 아시아 평화 등을 주제로 현지 학생들과 잇단 토론을 벌였다.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경미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육혁신 및 융합교육팀 주관으로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

인 '조선통신사'를 표방, '신(新) 숭실통신사'로 명명된 숭실대 방문단 16명(학생 14

명, 교직원 2명)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숭실대 방문단은 △군함도 △나가사키 대학(규슈 소재) △와세다 대학(도쿄 

소재) △리츠메이칸 대학(교토 소재) 등을 방문했다. 일정 중 17일과 19일에는 와

세다 대학과 리츠메이칸 대학 학생들과 △북한 정치체제 특성과 북핵문제 △북핵

과 북한 핵무기의 억지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한-일 협력 방안 △미국과 일본의 인

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의 평화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新) 숭실통신사'… 숭실대, 日 주요대학 방문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8.01.30 16:14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3015584839756&type=1 복사

숭실대생들이 일본 주요 대학을 방문해 북핵과 한반도, 아시아 평화 등을 주제로 현지 학생들과 
토론을 벌였다. 숭실대생이 도쿄 소재 와세다대학에서 일본 학생들과 토론후 기념촬영하고 있
다. / 사진 제공=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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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단 단장인 이정철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방문 목적은 한반도 문제

에 대해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숭실대생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일본의 명문 사학을 방문해 양국 학생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 참여한 정치외교학과 3학년 심춘보 군은 "방문 준비과정에서 초

반에는 남북 채널이 단절되고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었지

만 극적인 화해무드로 진입하는 격변기를 거쳐 진행돼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도

입했다. 통일외교와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 약 50여명의 학생이 전공을 이수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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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新 숭실통신사’ 일본 주요 대학 방문

2018년 01월 30일 15:07:04 구무서 기자 kms@unn.net

▲ 일본 대학을 방문한 숭실대 학생들이 나가사키 대학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교육혁신센터 교육혁

신및융합교육팀 주관으로 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표방해 ‘新 숭실통신사’로 명

명된 숭실대 방문단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 14명, 교직원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군함도 △나가사키 대학(일본 규슈 소

재) △와세다 대학(일본 도쿄 소재) △리츠메이칸 대학(일본 교토 소재) 등을 방문했다.

17일과 19일에는 와세다 대학 및 리츠메이칸 대학의 학생들과 △북한 정치체제 특성과 북핵문제 △

북핵과 북한 핵무기의 억지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한-일 협력 방안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

략과 한반도의 평화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新 숭실통신사’ 단장인 이정철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한반도 문제에 대

해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었다며 “특히 한반

도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일본의 명문 사학을 방문해 양국 학생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

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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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도입했으며, 통일

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해 약 50여 명의 학생이 전공을 이수하고 있다.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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