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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인류에게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한반도의 노력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그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전기와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금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비대면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와 방송통신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동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gram
14:00 ~14:10

개회사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발표세션

14:10 ~14:40

14:40 ~15:10

15:10 ~15:40
15:40 ~15:50

북한의 뉴미디어 : IPTV ‘만방’
마틴 윌리엄스 NKtech 대표

북한 방송이용행태 및 서비스이용현황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통일 프로그램 제작 경험에서 본 한반도 평화
이민수 JTBC 탐사팩추얼본부 프로듀서

JTBC 30&70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라운드테이블 : 비대면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기회와 과제
좌장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장
권영상 SK Telecom 정책협력실 실장

15:50 ~16:40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이민수 JTBC 탐사팩추얼본부 프로듀서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팀 브로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한국사무소 북한프로그램 매니저

2020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는 정부의 COVID-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됩니다.
하단의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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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 grim and complex situation for all humankind and created
many challenges. In these difficult times, the efforts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lso facing the challenges of uncertainty.
But these hardships always served as a new turning point and following the post-COVID era can
provide another opportunity.
At this juncture,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will hos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under the theme of 'Opportunities and
Task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era of Non-Contact’
New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 this context
will be sought out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f the diverse experts.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held online due to the COVID-19 and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this valuable opportunity to envisio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ank you.

Program
14:00 ~14:10

Opening Remarks
Ho-Yeol KWON President, KISDI

Presentation Session

14:10 ~14:40

14:40 ~15:10

15:10 ~15:40

North Korea’s New Media : IPTV ‘Manbang’
Martyn Williams Founder, North Korea Tech

North Korean Broadcasting Service Behavior and Service Status
Young Sun Jeon HK Research Professor, Konkuk Universit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Experiences of
Producing Programs Fostering Future Unification
Min Soo Lee Producer, JTBC Factual Investigative Department

15:40 ~15:50

JTBC 30&70 Program Highlight
Round Table : Opportunities and Task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era of Non-Contact
Chair Hayun Kang Executive Director, KISDI
Young Sang Kwon Director, Policy Cooperation Office, SK Telecom

15:50 ~16:40

Dean J. Ouellette Vice Director, IFES Kyungnam University
Min Soo Lee Producer, JTBC Factual Investigative Department
Young Sun Jeon HK Research Professor, Konkuk University
Tim Brose DPRK Program Manager, FNF Korea

202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Korean Broadcasting & ICT Communications
will be hosted online,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guideline on COVID-19.
You can participate through YouTube official channel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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