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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해온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은 세계의 지도자, 외교관, 학자, 언론인, 정책 실무자 등 다양한 지

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

화와 번영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연례포럼으로 발전하며, 동아시아 지역내 최고의 포럼으

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류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하고, 제주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는 국제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평가에서 2011년도에 12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도권 밖에 위

치한 유일한 외교·안보 분야 연구원으로, 창의적 연구 활동을 하고 있

는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일익을 담당하

고자 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

려를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

구 및 국제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

된 연구원입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저

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국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평화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이론을 탐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

구원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발전시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
연구원은 

제주평화연구원장 한태규

Message from the President | 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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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6

01.12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02.28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03.10 국제평화재단 제1차 이사회 개최

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07.25 국제평화재단 제2차 이사회 개최

09.21~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 평화와 정책 대화

06.17~08.26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숍(1차/2차)

07.17~11.29 제주프로세스 워크숍(1차/2차)

08.29 제주평화연구원 안보전문가 워크숍

10.06 한태규 초대원장 취임

10.17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3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숍

0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부원장 면담: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지원 협의 

0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제주프로세스’ 촉구한 ‘제주선언문’ 채택

07.01 제주평화헌장 제막식

10.16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1차 제주프로세스 국제회의

10.2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워크숍: 동해표기확산 전략

11.30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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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04.29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Joint Seminar

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06.22~23 Globalization and Korea-Mongolia Cooperation

07.15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07.22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7.28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09.30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0.06 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13~14 제8차 한ㆍ중동협력포럼: 격변기 한국-GCC(걸프협력협의회) 관계 강화

11.18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25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2차 공동세미나

12.02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 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09~10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12.20 제주평화연구원-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3.20  제주평화연구원 창립 3주년 기념 학술회의

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09.17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9.25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0.16  제주평화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학술회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세미나

10.29~30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23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2010
06-17~18   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06.24~2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7.16  제1차 JPI 재외동포학자 초청 세미나:  

동북아의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  

08.18  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세미나: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08.31 제주평화연구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 공동학술회의

10.18~20 제5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2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0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세미나 

11.19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02 제주평화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07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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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 중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

는 연구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와 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자 한다. 연구원 역할의 성공적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연구

 • 대내외 소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탄력적 연구 연계체제 구축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제 유지

 • 개별 연구진의 독립적 연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연구 그물망 구축

 • 연구·회의·네트워킹의 삼위일체화로 효율적 연구 성과 구축

 안정적 연구여건 제공

 • 기금규모 확대

 •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탁용역사업 확대

 •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경상보조비 지속적으로 확보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

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

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구심체로서 설립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ㆍ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다양한 교육활동,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

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국제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

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론연구

 국내외 연구학술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다자협력 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특화와 역

내 평화확산과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비영리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합리적 연구와 투

명한 경영, 실천적 연구 활동으로 유사 연구기관과 차별화를 추구한다.

설립취지 비전

정체성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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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출연	연구기관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동북아	평화·안보·
경제통합	추진동력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거대 탐구의 장

2020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2015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논의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2011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Introduction | 제주평화연구원 소개



전문성 강화 및 특화로 소수 정예화를 추구하며, 독자성과 창의성으로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를 창출

이사장	 •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이		 사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동아시아재단 운영이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제주국제훈련센터 소장

• 제주대학교 총장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연구

 • 평화·안보·경제통합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수행

 • 중장기 특화사업으로 동아시아 및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추진

 국제교류·협력

 •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북미, 유럽의 대표적 평화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평화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학술회의 

 • 다년간 공동으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온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조직

 •  동아시아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 구상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개최: 

    제주를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의 학술적 실천방안으로 제주와 직항으로 연

결되는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연구기관과 학술회의를 발전시킴으로서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틀을 

1.5트랙에서 실천

 • 주제 차별화, 참가국 다변화, 미디어 생중계 등을 통해 제주포럼을 글로벌 포럼으로 육성

 발간 

 • JPI 정책포럼, JPI PeaceNet, 연구사업보고서, 연구총서 등의 단행본 발간을 통해 전문성 축적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인터넷을 통한 출판물 배포로 연구원 홍보 극대화

감사담당관

원장

연구실

평화협력 연구부

분쟁해결 연구부

지역통합 연구부

연구지원팀

기획조정실

회의팀

기획팀

행정팀

국제평화재단
사무국

제주포럼	사무국(예정)

JITC	
제주국제훈련센터

연구원 조직

이사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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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주평화포럼(제주평화연구원 주관, 2007년 6월 21일~23일)의 제주선언문에서 채택된 제주프로

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의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대화의 

기반을 확대·정례화시켜 다자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Joint Project’를 확대하여 다국적 담론의 장 구축

 전통 및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자협력 이슈 개발 및 정책 제안

한·소	정상회담에서	제주프로세스	출현까지

시기 제목 주요내용

1991.04.19~20 한· 소 정상회담
냉전해체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관련, 제주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킴

1995.11.16~17 중국 국가주석 방문 중국 강택민 국가주석 제주 방문

1996.04.16~17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제안

1996.06.22~23 한·일 정상회담 한일 파트너십 관계강화 계기가 됨

1997.09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선포 제시

김대중 후보의 ‘세계평화의 섬’ 대선공약은 제주를 ‘평화의 섬’
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반영함

1999.12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 조항 신설

 ‘세계평화의 섬’(제9장) 관련 ‘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제51조 
1항)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조항 등(제52조 2항, 제
53조 3항) 신설

2000.09.12 남북특사회담 남북회담의 중심지로 부상

2001.06.15~17 제1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2002.12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평화센터 설립 등 관련 사업추
진과 국제기구 유치,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화를 위한 지원 약속

2003.10.30~11.01 제2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2004.07.21~22 한·일 정상회담
한일관계 증진과 북핵 6자 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
키는 방안 논의

2005.06.09~11 제3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06.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설립목표: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등 관련 특화된 연구 수행(비영리 민간연구기관)

2007.0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주프로세스 촉구한 제주선언문 채택

2009.06.01~02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아세안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구축 논의

2009.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위하여

2010.05.29~30 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 정세와 동아시아 협력 논의

2011.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 실현을 목표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적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대

외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정책제안서 형식으로 출간하여 발행·배포하고 있다.

은 국제관계·평화연구와 관련한 정보교류 및 정책제안을 위하여 해외 및 국

내 학자들의 글로벌한 1.5트랙 온라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평화를 확립

시키고 평화담론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 담론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발행·배

포하고 있다.

를 통하여 정치 및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부 및 지방 단체의 최신 이슈 및 정책 포커스에 대하여 자유롭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를 통하여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미래 Agenda를 개발하고 있다.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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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2001.06.15~17)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제2회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2003.10.30~11.01)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제3회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2005.06.09~11)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제4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2007.06.21~23)

노무현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제5회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2009.08.11~13)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승수 국무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제6회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2011.05.27~29)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자오지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출범하여, 2001년 이래 2011년까지 격년제로 6차례 국제회의로 개최되어 왔다. 2012년부터는 “평

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약칭: 제주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연례화하여 개최된다.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

며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장

을 마련한다는 데에 그 개최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

력 및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왔다.

2011년 개최된 제6회 제주포럼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평가

하고, 아시아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 2012년 5월 31일 ~ 6월 2일

주제 :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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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및	현황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및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구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2 	자체연구과제

1)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진의 공동연구 과제로서 중장기적인 연구 계

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가 종래의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의 ‘한반도의 평화구조’ 창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구조’는 비

핵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한ㆍ미 21세기 전략동맹,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을 포괄하는 

거대 전략개념이다. 제주프로세스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여, 동아시아 다자안보협

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등이 예상되는 등 최근 들

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한편 보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한반

도 평화구조 구축과 제주프로세스의 접점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2) 2011 한국인의 평화관 여론조사 연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평화담론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동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평화관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에 이어 한국인의 평화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여 외교정책 수립에 과학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3)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 통일 과정의 방송 매체 영향

  대북 ‘햇볕정책’은 제한적 교류협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핵 선군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

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투를 벗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DNA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가 녹아 있는 한류 드라마와 영화 등이 북한에 널리 

유행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 문화적 모방의 단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독일 통

일 과정에서의 TV방송 등 영상매체의 영향과 역할은 동독 주민이 통일을 희구하는 의식적 기반 형

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한류현상을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영상매체가 미친 영향

과 비교ㆍ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4) 핵안보 협력 연구

  2012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국가정상들의 핵안보회의뿐만 아니라 민간전문

가들이 참가하는 ‘NGO 핵안보정상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핵안보의 정확한 의미

이나 중요성, 그리고 핵 안보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관한 인식이 국내에서는 아직 일천하다. 

본 연구는 핵안보의 의의, 필요성, 증진 방법 등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검토, 심화하여 2012년 우리

나라에서 개최될 ‘NGO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개발과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분 사업명 연구진 기간 비고

자체
연구
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공동연구 2010.01~12 공동연구

2011 한국인의 평화관 여론조사 연구 이성우 2010.01~12 개인연구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 통일 과정의 방송  
매체 영향

진행남 2010.01~12 개인연구

핵안보 협력 연구 한인택 2010.01~12 개인연구

수탁
연구
과제

통일기반조성사업 이성우 2011.01.20~11.16
제기기관: 
통일부

제8차 한ㆍ중동협력포럼 한인택 2011.08.01~12.31
제기기관: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한인택 2011.12.09~10
제기기관:

외교통상부

EU-한국의 관계 증대와 위기관리 및 안정의 
영역(안보, 국방, 핵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이성우
2011.09.01~
2012.11.30

제기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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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연구과제

1) 통일기반조성사업

2010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 나타난 바처럼,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준비 공론화 논

의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평화, 경제, 민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민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전기로 활용하여 정부주도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일

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 통일비전의 제시를 위하여,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전개하였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연구목표 하에서 통일부의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반

시민 및 NG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일한반도 비전을 논의하는 통일포럼 및 NGO통일세미나를 각 2

회씩 개최하였으며, 통일의식조사 설문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제1차	제주통일포럼
● 일시 : 2011년 4월 6일(수), 14:00-16:00

● 장소 : 제주웰컴센터 웰컴홀

● 주제 :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의 통일편익

 제2차	제주통일포럼
● 일시 : 2011년 8월 31일(수), 14:00-16:00

● 장소 : 한라아트홀 소극장

● 주제 : 통일준비와 시민 사회의 역할

 제1차	NGO통일세미나
● 일시 : 2011년 5월 6일(금), 10:00-12:00

● 장소 : 한국관광공사 3층 T2 아카데미 백두실

● 주제 : 통일비용  통일편익  분단비용?

 제2차	NGO통일세미나
● 일시 : 2011년 7월 7일(금), 10:00-12: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109호

● 주제 : 통일비용에 대한 여론의 인식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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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차	한·중동협력포럼(The	8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한국과�중동은�1,200년이�넘는�교류의�역사를�자랑하고�있고,�현대에�들어와서는�서로에게�불가결한�

정치적·경제적�파트너가�되었다.�뿐만�아니라�최근에는�한국과�중동간의�문화적�교류도�활발하게�이루

어지고�있다.�국제�정세와�경제�환경이�급변하고�있으며�중동도�변화하고�있는�이�시점에서�한국과�중

동이�호혜적인�관계를�유지하고�강화하는�것은�특히�중요하다.�이를�위해서�한국과�중동의�지도자와�

전문가들의�대화와�상호�이해가�필수적이다.

�한·중동협력포럼은�한국과�중동국가의�고위급�인사�간의�대화와�네트워킹의�장으로서�2003년에�출범

하여�그동안�한국과�중동에서�번갈아�개최되어�왔다.�지금까지�7회의�한·중동협력포럼을�통해�양측의�

전·현직�고위인사,�주요�기업인,�전문가�등이�한·중동�관계와�관련된�주요한�사안에�관하여�폭넓고�심

도�깊은�의견을�교환하여�왔다.

금번�8차�한·중동협력포럼이�UNESCO가�지정한�세계자연유산이며�세계�7대�자연경관에�도전하는�제

주도에서�제주평화연구원과�아랍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의�공동주최로�개최되었다.

이번�포럼에서는�최근�중동의�변화�및�한·중동�관계의�현재와�미래에�관하여�폭넓고�심도�있는�토의를�

하며,�‘격변기�한국-GCC(걸프협력협의회)�관계의�강화’라는�대주제�아래�‘한국-GCC�관계를�위한�지

역·지정학적�과제와�그�함의’,�‘아시아의�부상과�한국-GCC�경제협력에�대한�함의’,�‘한국-GCC�간�문

화·교육�교류�강화’를�주제로�한�구체적이고�건설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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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한ㆍ중동협력포럼

일시�:�2011년�10월�13일�~�14일

주제�:�격변기�한국-GCC(걸프협력협의회)�관계�강화

사우디�아라비아�Truki�Al�Faisal�bin�Abdul�Al�SAUD�왕자를�비롯�중동�등�

12개국�100명�참석



3)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21세기�들어�동아시아�공동체�건설�및�동아시아�다자협력을�위한�국제협력의�움직임이�더욱�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한-ASEAN,�ASEAN+3,�EAS�정상회의�개최에�따른�동아시아�지역협력�강화�방안에�대

한�심도�있는�논의의�장을�마련하고자�동아시아�지역협력�강화방안�세미나가�개최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주최로�개최된�이번�세미나는�“동북아의�정세변화와�한반도�평화”를�주제로�다양한�논

의가�이루어졌다.�

빈번한�동아시아�지역협력의�강화에�발맞춰,�우리�정부의�대�아시아�외교정책�방향�및�앞으로의�대응방

향�등에�대한�해답을�찾고자�학계�및�정책�전문가들이�모여�다양한�견해를�제시하였으며,�동아시아�지

역�경제통합에�현황�및�전망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제시되었다.�

�

4)	EU-한국의	관계	증대와	위기관리	및	안정의	영역(안보,	국방,	핵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Expansion of EU-South Korea Relations and Policy Advice in the Fields of Crisis Management 

and Stability(Security, Defence, and Nuclear)

�

2011년�7월�1일�한-EU�FTA가�발효되는�등�최근�한국과�유럽연합의�경제적인�교류가�증대하고�있다.�경

제적인�측면을�넘어,�한국과�유럽연합은�대량살상무기의�비확산,�대테러리즘,�기후변화�에너지�안보,�개발

원조를�포함한�국제적인�영역�및�광범위한�지구적�이슈에�대하여�한-EU정상회의를�통해�양측의�근본

적인�가치,�즉�민주주의�수호,�인권,�법의�준수�등을�재확인하였다.

이에�유럽연합�집행위원회(Commission�of�the�European�Communities)는�유럽연합과�한국의�협력�관계�

및�안보분야에�대하여�한국�및�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정책제안을�제공하기�위하여�연구사업을�발의하였

다.�이에�따라�2012년�상반기�제주평화연구원에서,�하반기�벨기에�브뤼셀에서�2차례의�국제학술회의를�개

최할�예정이다.���

	참여기관

•�제주평화연구원

•�International�Security�Information�Service(ISIS),�벨기에

•�Stockholm�International�Peace�Research�Institute(SIPRI),�스웨덴

	연구분야

•�EU�안보파트너로서의�한국

��유럽안보전략과�대외안보정책�영역에서�파트너십의�탐색

��최근의�안보와�관련하여�중점이�되는�EU의�현정책�및�한국의�정책에�대한�교육�

•�대량확산무기(Weapons�of�Mass�Destruction)와�소화기-경량무기(SALW)�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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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발간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JPI	Research	Project)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0	
2011�JPI�PeaceNet�시리즈(영문)
Dialogue�for�Peace�and�Cooperation�in�
East�Asia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2	
2011�JPI�정책포럼�시리즈
2011�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구상�II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4
2011�한국인의�평화관�연구

JPI	Research	Project	10(2011-2)	
핵안보�협력�연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9	
2011�JPI�PeaceNet�시리즈(국문)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1	
2011�JPI�정책포럼�시리즈
2011�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구상�I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3
동아시아�다자협력�제도화:��
동아시아�다자협력과�한반도�통일�환경�조성

JPI	Research	Project	9(2011-1)
북한의�한류현상과�독일�통일�과정의��
방송매체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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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저자 발행
(2011년)

1 남북관계의�국제정치 황지환(명지대학교) 1월

2 북한의�다각적�평화공세와�체제전환�가능성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1월

3 21세기�신공공외교와�포럼외교 김태환(한국국제교류재단) 1월

4 서해해상�긴장완화와�평화정착�방안 정영태(통일연구원) 2월

5 독일통일의�쟁점과�한반도�통일에의�시사점 염돈재(성균관대학교) 2월

6
동아시아�경제통합과�거대기업의�역할:�
EU사례의�함의와�적용

김두진(고려대학교) 2월

7 러중�군사협력의�동향과�장래 이홍섭(국방대학교) 3월

8
새로운�통일�필요성�논리의�개발:��
청소년�대상�통일교육과�관련하여

고성준(제주대학교) 3월

9 미중관계의�정상화와�대만 김중섭(제주대학교) 3월

10 북한�정치경제체제의�본질과�남북교류협력사업�방향 김동성(경기개발연구원) 4월

11 한반도�통일:�비전과�전략 김병로(서울대학교) 4월

12 대지진�이후의�일본�위상과�동북아질서 이면우(세종연구소) 4월

13
원자력�사고의�국제�대응체제의�강화�필요성:�
동북아시아를�중심으로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5월

14 에너지�안보의�동학과�일본�원자사태 박상현(한국국방연구원) 5월

15 중국의�대북정책과�북중동맹의�동학 이기현(통일연구원) 5월

16 북중경협의�현황과�전망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6월

17 경제위기�이후�중미관계�변화와�한반도 박동훈(연변대학교) 6월

18 독일�통일의�교훈과�한반도�평화통일�비전 양창석(통일부) 6월

19 신한류와�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7월

20 중국의�부상과�러시아의�극동정책 홍현익(세종연구소) 7월

	정기간행물

JPI	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출판/
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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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저자 발행
(2011년)

21 한국의�ODA�정책과�선진-개도국�간�가교�역할 조태열(외교통상부) 7월

22 북한의�변화와�남북통일전망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8월

23 일본의�민주당�정치와�한일관계 고선규(선거연수원) 8월

24� 다시�열리는�푸틴의�시대:�러시아�정치�전망 우준모(선문대학교) 8월

25 동아시아�전략적�3국�관계와�한국외교의�대응방향 김동성(경기개발연구원) 9월

26
평창�동계올림픽과�한국�스포츠�외교:
방향성의�모색을�위한�제언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9월

27 공공외교의�현황과�우리의�정책�방향 마영삼(외교통상부) 10월

28 미국의�유대인파워 박재선(명지대학교) 10월

29 2012년�위기론�진단과�한국의�대응 정상화(세종연구소) 10월

30 북한에�부는�‘한류�열풍’의�진단과�전망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월

31 중견국�외교�협력방안�모색:�한국과�호주�중심 김우상(연세대학교) 11월

32
에너지�안보와�오일샌드의�개발:�
베네수엘라�오일샌드의�사례연구

조성권(한성대학교) 11월

33 스위스�중립의�성격과�한반도�중립논의 장철균(서희외교포럼) 11월

34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의�정치변화와�한일관계 진창수(세종연구소) 12월

35
양안(兩岸)�교류협력의�특징과�남북한관계에�대한�
시사점

신종호(경기개발연구원) 12월

36 중국의�부상:�베트남의�기회와�도전 임홍재(전�베트남대사) 12월

※�발간물�배포현황(2011년�12월�기준)

   •�JPI�정책포럼:��학계�및�정부주요�부처,�유관기관�인사�약�1,000여명�우편�발송�및�약�3,000여�명��

전자메일�발송



No. 제목 저자 발행
(2011년)

1 미중�정상회담의�의미와�교훈 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1월

2
Momentum�for�Alliance�Coordinations�is�as�
Important�as�Negotiations

SAHASHI�Ryo�
(Kanagawa�University)

2월

3 대북�심리전이�북한�체제에�미치는�영향 강철환(조선일보) 3월

4 자연재해와�국제협력 하규만(인제대학원대학교) 3월

5 소셜�미디어와�외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3월

6 한국의�복합외교�구현을�위한�과제 이상현(세종연구소) 4월

7
Hatoyama’s�Legacy�and�ROK-Japan-China�
Trilateral�Cooperation:�The�Japanese�Perspective

KIMURA�Kan�
(Kobe�University)

5월

8 국제인권기간과�개발도상국의�인권문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6월

9 Toward�an�A3�Monetary�Union LI�Wei(Remin�University) 6월

10 사이버�안보의�국제협력 김상배(서울대학교) 7월

11 한반도�안보상황과�전망
LIU�Ming(Shanghai�Academy�
of�Social�Sciences)

7월

12 새로운�동북아질서의�태동과�한중관계의�미래
FANG�Xiu�Yu
(Fudan�University)

8월

13 미국�재정위기의�대외정책적�영향과�한국 김현욱(외교안보연구원) 8월

14
A�Perspective�on�the�Greater�Tumen�Initiative�and�
Northeast�Asia�Economic�Cooperation

ZHU�Shu
(UNDP/GTI�Tumen�Secretariat)

8월

15
The�North�Korean�Nuclear�Crisis�and�the�Six-
Party�Talks:�A�US�Perspective

허욱(University�of�
Wisconsin-Milwaukee)

8월

16 북러�경제협력의�현황과�전망
박종수(St.�Petersburg�State�
University)

8월

17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개최�의의 백지아(외교통상부) 9월

18 북한의�3대�세습과�주민�민심의�변화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9월

	정기간행물

JPI	PeaceNet	발간	현황(온라인	국·영문	발간)

출판/
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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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저자 발행
(2011년)

19 Japan’s�Nuclear�Mercantilism:�Color�of�the�Money
김미경
(Hiroshima�City�University)

10월

20
Ulan-Ude�Summit�and�Northeast�Asia’s�Security�
Perspective

Sergei�SEVASTIANOV
(Vladivostok�State�University�
of�Economics�and�Service)

10월

21 한국인의�평화관�연구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0월

22 아시아와�새로운�세계�질서
Peter�DRYSDALE�&��
Shiro�ARMSTRONG

10월

23 유럽의�재정위기가�아시아에�주는�함의 이옥연(서울대학교) 11월

24 G20에서�아시아의�역할 채욱(대외정책연구원) 11월

25
Russia’s�Options�for�Asia-Pacific�Multilateral�
Cooperation

Artyom�LUKIN(Far�Eastern�
Federal�University)

11월

26
지속가능성�분쟁과�글로벌�위기관리:��
에너지,�환경,�바이오�안보를�중심으로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11월

27
Relevance�of�an�India-Japan-South�Korea�
Trilateral�Dialogue

Rajaram�PANDA
(Institute�for�Defence�Studies�
and�Analyses)

11월

28 중일�영토분쟁�‘차세대�해결론’의�전환 김기석(강원대학교) 12월

29
A�Nuclear-Free-Zone�in�Northeast�Asia:��
Its�Prospect�and�Challenge

MIZMOTO�Kazumi
(Hiroshima�Peace�Institute)

12월

30 러시아�총선과�푸틴�정권의�미래 고상두(연세대학교) 12월

※�발간물�배포현황(2011년�12월�기준)

   •�JPI�PeaceNet:�한국정치학회�회원�외�약�5,000여명�전자�메일�발송



•�일시�:�2011년�3월�18일(금),�14:00~18:00�

• 장소�:�제주평화연구원

• 주최�:�제주평화연구원�

• 주제�:�제주포럼(Jeju�Forum)의�제도화�및�발전�전략

• 주요참가자

� �강남규(중앙일보)�김계춘(한라일보)�김성훈(제주특별자치도�평화협력과)�

김용범(제주도의회�문화관광위원회)�김종훈(제주대학교)�김진호(제주대학교)�

김태환(한국국제교류재단�공공외교사업부)�김희집(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변종헌(제주대학교)�서용건(제주대학교)�손기웅(코리아DMZ협의회)�송정희(제주위클리)�

양길현(제주대학교)�양영근(탐라대학교)�여현덕(유엔평화대학/서울과학종합대학원)�

오�송(동북아역사재단)�오택진(제주일보)�오형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유지은(제주특별자치도)�

윤정웅(제민일보)�이두영(외교통상부)�인남식(외교안보연구원)�조현래(대통령직속�국가브랜드위원회)�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한동주(제주특별자치도)�한영섭(전국경제인연합회�국제경영원)��

허�민(전남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홍형택(동아시아재단)��

황성희(아리랑TV)

•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최은수(매일경제)�“제주포럼�발전�전략”

� 장성수(제주대학교)�“제주포럼의�성공적�발전방안�모색:�MICE산업을�중심으로”

• 일시�:�2011년�7월�28일(목)~30일(토)

•�장소�:�제주평화연구원

•�주최�:�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주제�:�한반도�통일대비를�위한�EU사례�융합적�연구

•�주요참가자

� 정영태(통일정책연구협의회)

•�발표자 및 발표주제

�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강일규(한국작업능력개발원)�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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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 일시�:�2011년�9월�30일(금),�14:30~18:00

• 장소�:�제주평화연구원�

• 주최�:�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 주제�:�중국의�부상과�아시아의�대응�

• 주요 참가자

� �김성주(한국국제정치학회)�남광규(고려대학교)�우승지(경희대학교)�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윤영(중앙대학교)�채재병(국가안보전략연구소)��

•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이동윤(신라대학교)�“역사적�관점에서�바라본�아세안의�강대국�외교정책:�미국과�중국�사이에서”

� 이재현(외교안보연구원)�“전환기�아세안의�생존전략:�현실주의와�제도주의의�중층적�적용”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중국의�부상과�동남아�경제:�G2시대의�대응을�중심으로”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의�부상:�중견국가로서의�한국의�역할”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The�Rise�of�China�and�South�Korea’s�Response”

•�일시�:�2011년�11월�18일(금)~19(토)

•�장소�:�제주평화연구원

•�주최�:�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주제�:�한반도�평화·통합�지수�및�한국인의�인식변화

•�주요참가자

� �강근형(제주대학교)�김병로(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박명규(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서울대학교)�송영훈(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평화지수를�통해본�남북한�관계에�있어서�미국의�역할”

� 정은미(서울대학교)�“남북통합지수의�구성과�변화”

� 이상신(서울대학교)�“친중(親中)과�반미(反美)의�경계:�중국�국가이미지의�결정요인�연구”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한국인의�주변국가�이미지�결정요인분석:�감성적�차원을�중심으로”.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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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11년�11월�25일(금)

•�장소�:�제주평화연구원

•�주최�:�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주제�:�공동체�통일구상�이행방안

•�주요 참가자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계창호(북한연구소)�김경철(한국교통연구원)��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태우(통일정책연구협의회/통일연구원)�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방효복(한국국방연구원)�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원기섭(북한연구소)��

이병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영(육아정책연구소)�정영태(통일연구원)�채�욱(대외경제연구원)��

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 박종철(통일연구원)�“공동체�통일구상�이행방안”

�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최근�북한�현지�방문을�통해�본�북한�동향”

� 현인애,�이혜영�“탈북인과의�대화”

•�일시�:�2011년�12월�2일(금),�13:00~18:00

•�장소�:�경상대학교�남명학과�남명홀

•�주최�:��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경상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주제�:�남북관계,�다자�협력,�그리고�4강�외교

•�주요참가자

� �김용복(경남대학교)�백종국(21세기정치학회/경상대학교)�성장환(대구교육대학교)��

이홍종(부경대학교)�정용하(부산대학교)�정해용(신라대학교)�주봉호(동의대학교)��

하상식(창원대학교)�하우송(경상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다자공동체구상의�현실적�장애와�대안”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다자협력을�위한�한국의�역할�및�전략”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미국의�다자협력과�제도화�전략:�미국의�동아시아�정책을�중심으로”

� 이기완(창원대학교)�“MB�정부의�대일본�외교”

� LI�Cheongreu(동서대학교)�“중국의�대�한반도�연구�성과”

� Robert�KELLY(부산대학교)�“한국의�외교정책에�있어서�미국의�역할”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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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2차	공동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	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일시�:�2011년�4월�29일(금)

•�장소�:�제주평화연구원

•�주최�:�제주평화연구원,�Pacific�Forum�CSIS

•�주제�:�Korea-US�Relations�and�Extended�Deterrence

•�주요참가자�

� 김진호(제주대학교)�Ralph�COSSA(Pacific�Forum�CSIS)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전성훈(통일연구원)�“ROK-US�Alliance:�Past,�Present�&�Future”

� Brad�GLOSSERMAN(Pacific�Forum�CSIS)�“US-ROK�Alliance�and�Extended�Deterrence”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A�World�without�Nuclear�Weapons�and�the�Nuclear�Umbrella”

� Jennifer�SHIN(UC�San�Diego)�“US-ROK�Alliance�and�Extended�Deterrence”

� 이은국(제주대학교)�“North�Korea’s�Asymmetric�Threat�and�Extended�Deterrence”

� 조성민(Pacific�Forum�CSIS)�“South�Korean�Young�Generational�View�on�the�US-ROK�Alliance”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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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Joint	Seminar	
•�일시�:�2011년�6월�22일(수)~23일(목)

•�장소�:�제주평화연구원

•�주최�:�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Asia�Foundation

•�주제�:�China’s�Rise�and�Implications�for�the�ROK·US�Alliance

•�주요참가자

� �양길현(제주대학교)�이종국(동북아역사재단)�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정재정(동북아역사재단)��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 및 발표주제

� 김세웅(SMK�Global)�“Searching�for�Future�Direction�of�ODA�to�Mongolia”

� �김장구(동국대학교)��

�“Reseach�Cooperation�for�Consultation�Committee�of�Historians�of�Korea�and�Mongolia.”

� 박장배(동북아역사재단)�“Rise�of�China�and�Historical�Reconciliation�in�the�Region”

� 오�송(동북아역사재단)�“Korea’s�ODA�Policy:�Features�and�Evaluation”

� �이평래(한국외국어대학교)��

�“Reseach�Plan�for�Consultation�Committee�of�Historians�of�Korea�and�Mongolia”

� �윤은숙(강원대학교)��

�“Activity�Guidelines�for�Consultation�Committee�of�Historians�of�Korea�and�Mongolia.”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The�Rise�of�China:�Perceptions�and�Implications”

� �S.�CHULUUN(Institute�of�History,�MAS)�“Cooperation�between�the�Mongolian�and�Korean�

Historians,�areas�and�Trends�of�their�Research”

� �Tuvd�DORJ(MAS),�Nergui�SONINTAMIR(Mongolian�State�University)�

�“The�Korean�Direct�Investment�and�Assistance�to�the�Mongolian�Economic�Development�and�

its�Impact”

� �Luvsan�HAISANDAI(IIS,�MAS)�“Northeast�Asia�and�Mongolia”

� �Dorj�SHURKHUU(IIS,�MAS)��

�“Mongolian�and�Chinese�Relationship�on�the�Rise�of�China:�Challenges�and�Opportunities”

� �Damdinsuren�TSEVEENDORJ(Institute�of�Archeology,�MAS)��

�“Some�Comparative�Studies�of�Depiction�in�Ancient�Artifacts�between�Mongolia�and�Korea”

Globalization	and	Korea-Mongolia	Cooperation



•�일시�:�2011년�7월�15일(금),�14:00~18:00

•�장소�:�제주평화연구원

•�주최�:�제주평화연구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

•�주제�:�동아시아의�정세변화와�한반도�평화통일�

•�주요 참가자

� �경규상(한나라당)�고성준(제주대학교)�백주현(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

신은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유지은(제주특별자치도)�허�욱(위스콘신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중국�:�방수옥(복단대학교)�“새로운�동북아질서의�태동과�한·중관계”

� 일본�:��김숙현(동북대학교)�“일본정치의�리더십에�대한�고찰”

� 러시아�:�박종수(상트페테르부르그대학교)�“러·북�간�경제협력과�한반도�통일환경”

� 미국�:��김장현(하와이대학교)�“Hallyu�and�the�Global�Peace:�From�a�Communication�Perspective”

•�일시�:�2011년�7월�22일(금),�10:00~18:00

•�장소�:�연변대학교�동북아연구소

•�주최�:�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동북아연구소

•�주제�:�동아시아�정세의�신기류와�한반도�평화를�위한�한중협력��

•�주요 참가자

� 고성준(제주대학교)�김강일(연변대학교�동북아연구소)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이설위(연변대학교�동북아연구소)�“동아시아의�부상:�글로벌파워로�부상하는�중국의�역할”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의�부상:�중견국가로서�한국의�역할”

� 박동훈(연변대학교�동북아연구소)�“미중관계와�한반도”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군사안보에서�한중협력”

� 이옥진(연변대학교�동북아연구소)�“동아시아�경제협력의�비전:�한중FTA”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신한류와�한중문화협력”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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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2011년�10월�5일(수)~7일(토)

•�장소�:�제주평화연구원

•�주최�:�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주제�:�East�Asian�Community�Building:�Cultural�Diplomacy�as�a�Policy�Tool�of�Soft�Power�

•�주요 참가자

� �김유남(단국대학교�교수)�윤금진(한국국제교류재단�문화예술교류부)�이준규(외교안보연구원)��

Walter�KLITZ(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발표자 및 발표주제

� �Achara�ASHAYAGACHAT(Bangkok�Post)��

�“Asian�Perception�of�Korean�Cultural�Diplomacy:�A�Outsider’s�Evaluation”

� �Mark�DONFRIED(Institute�for�Cultural�Diplomacy�in�Germany)��

�“Culture�as�a�Policy�Tool�of�Soft�Power�in�Europe”

� �Stefan�DREYER(Goethe�Institute�Korea)��

�“Cultural�Diplomacy�or�Intercultural�Cooperation-A�Practical�Perspective”

� �Heike�HERMANNS(경상대학교)��

�“Strength�and�Weakness�of�Korean�Cultural�Diplomacy:�An�Insider’s�Evaluation”

� �Alix�LANDGREBE(German�Academic�Exchange�Service�in�Moscow)��

�“Cultural�Diplomacy�or�Cultural�Imperialism”

� �PAIK�Won�Kwang(Central�Michigan�University)��

�“Korean�Wave�in�the�World:�A�new�asset�to�Korea’s�public�diplomacy?”�

•�일시�:�2011년�12월�20일(화),�09:30~15:00

•�장소�:�일본�히로시마평화연구소

•�주최�:�제주평화연구원,�히로시마평화연구소

•�주제�:�Peace�and�Cooperation�in�East�Asia

•�주요참가자

� 김미경(히로시마평화연구소)�김성철(히로시마평화연구소)

•�발표자 및 발표 주제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다자협력의�과제와�한국의�역할�및�전략”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미국의�다자협력과�제도화�전략”

� Narayanan�GANESAN(히로시마평화연구소)�“East�Asian�Regionalism:�Policies�and�Priorities”

�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East�Asian�Regionalism�and�Lessons�from�European�Experience”

� �Kazumi�MIZUMOTO(히로시마평화연구소)�“Nuclear-Free-Zone�in�the�Northeast�Asia”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An�Empirical�Analysis�on�the�Cooperation�and�Dispute�between�

Korea�and�Japan”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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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해외	주요기관
•�노르웨이�� International�Peace�Research�Institute,�Oslo(PRIO)�/�Norsk�Utenrikspolitisk�Institute(NUPI)

•�대만�� 대만�국립정치대학�국제관계연구소�/�대만�국방대학교�정전학원�/�대만�중앙연구원�아태지역센터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러시아�� �Gorbachev�Foundation�/�Institute�of�Raf�Eastern�Studies�/�IMEMO�RAS�/�Diplomatic�Academy�/�

St.-Petersburg�State�University�동양학부�및�국제학부

•�말레이시아�� Institute�of�Strategic�and�International�Studies�Malaysia(ISIS)

•�미국�� United�States�Institute�of�Peace(USIP)�/�하와이�동서문화센터

•�벨기에�� International�Peace�Research�Association(IPRA)

•�스위스�� Geneva�Centre�for�Security�Policy(GCSP)�/�UNITAR�제네바�본부�/�세계경제포럼�사무국

•��스웨덴�� �Stockholm�International�Peace�Research�Institute(SIPRI)�/�Institute�for�Secrity�and�Development�

Policy(ISDN)�/�Svenska�Institute(SI)

•�인도네시아�� Center�for�Strategic�and�International�Studies(CSIS)

•�일본�� 히로시마시립대학�/�히로시마평화연구소�/�ERINA

•�중국�� �북경�국제문제연구소�/�보아오�포럼�사무국�/�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연변대학교�동북아연구소�/�

하얼빈�사회과학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UNDP�Tumen�Secretariat

•�체코�� Prague�Security�Studies�Institute(PSSI)

•�호주 � �Lowy�Institute�for�Internatinal�Policy(LIIP)�/�Australian�National�University,�East�Asia�Forum(EAF)�/�

Australian�strategic�Policy�Institute(ASPI)�등

제주평화연구원은�연구원의�주요추진사업에�대한�자문을�구하고�중장기�발전�방안을�모색함과�동시에�

제주프로세스�사업�및�제주포럼을�알리기�위하여�국내·외�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강화하고�있다.

•�국내·외�연구기관과의�‘Joint�Project’확대

•��세미나,�포럼�및�네트워킹�구축:�한중,�한일,�한아세안�포럼�및�공동학술회의�정례화로�다자대화�및�다

자협력의�기반�확대

•��국제�자문�네트워크�구축:�국제적인�학술교류·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국제적으로�저명한�다수의�학

자들을�엄선하여�국제자문위원으로�위촉하는�방안�추진

•�JPI�펠로우십�강화로�연구원�외연확대�및�국제적�위상제고

	국내	주요기관

•��21세기�정치학회�/�동남아연구소�/�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세종연구소�/�외교안보연구원�/�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현대일본학회�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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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회원목록	및	후원금액

경천흥업	 2007 일천만원

대림화학 2006 일천만원 2007 일천만원

동진레저 2006 일천만원 2007 일천만원

목암문화재단(삼남석유) 2008 일천만원 2009 오백만원 2011 오백만원

유성건설 2006 일천만원 2007 일천만원 2008 일천만원

재암문화재단(한림공원) 2006 일천만원 2007 일천만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2006 일천만원 2007 일천만원 2008 일천만원 2009 일천만원

제주은행 2006 일천만원 2007 이천만원 2008 일천만원 2009 삼천만원 2010 삼천만원

해비치호텔	&	리조트	제주 2007 일천만원 2008 일천만원 2009 일천만원 2010 일천만원

	후원기관목록	및	후원금액

국민은행 2009 일억원 2010 오천만원 2011 일억원

수협중앙회 2008 일천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6	삼천만원

2011년	제주평화연구원	기관회원	및	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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