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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장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

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저희 연구원

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하고, 제주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는 국제교류와 협력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심지로 자리잡는데 이바지하고

위한 이론을 탐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주

있습니다.

요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발전시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 평가에서 2009년
11위에 이어 2010년에도 공동 11위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해온 제주평화포럼은 세계의 지도자, 외교관, 학자,

수도권 밖에 위치한 유일한 외교안보분야 연구원으로 하나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

언론인, 실무자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평화와 번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이러한 제주평화포럼의 성취를 바탕으로“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약칭“제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포럼”
)이라는 명칭으로 동아시아 지역내 최고의 연례 포럼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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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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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세계평화의 섬 지정 4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평화연구원·범도민 실천협의회 공동주관)
03.20

제주평화연구원 창립 3주년 기념 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03.27

제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평화유지활동의 회고와 전망

03.31~04.02

한·일관계 네트워크 세미나(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 재단 공동주관)

06.12

제주프로세스의 추진: 그 이상과 현실

05.12~1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네트워크 세미나(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공동주관)

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06.29~30

ARF EEP 회의(제주평화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주관)

09.11

JPI-EA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07.14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

09.17

JPI-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7.25

국제평화재단 제2차 이사회 개최

09.25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9

한·러 관계 전문가 네트워크 워크샵(외교통상부와 공동주관)

10.16

소프트파워 외교전략세미나(제주평화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주최)

09.21~23

개원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10.29~30

제3차 JPI-FNF 공동워크샵

12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공동연구 및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관련 회의

11.02 	제주평화연구원-세계정치학회 공동국제학술회의: 세계정치학회 분단국통합연구
위원회 라운드테이블
11.06

20
07

20
08

0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부원장 면담: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지원 협의

0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주관:‘제주프로세스’촉구한‘제주선언문’채택(2007.6.23)

11.23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07.01

제주평화헌장 제막식

11.27

JPI 정책 세미나

10.16

제1차 JPI-FNF(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샵: 제1차 제주프로세스 국제회의

10.26

동해표기확산 전략 워크샵(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주최)

11.30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04.22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아데나워재단·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6.17~18

JPI-IFANS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06.24~25

제4차 JPI-FNF 공동워크샵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경기개발연구원 공동주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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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3

동해표기 전략 콜로키움

07.16

제1차 JPI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동북아의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

03.20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정책토론회

08.15~17

JPI-IFANS-ASIA Foundation 공동학술회의

05.17

2008년 일본학 국제비교학술대회

08.18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세미나(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06.17~08.26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샵(1차/2차)

08.31

제주평화연구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 공동학술회의

07.17~11.29

제주프로세스 워크샵(1차/2차)

10.18~20

제5차 JPI-FNF 공동워크샵

10.22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기념 하계학술회의: 제주프로세스 세션 개최

10.29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08.29

제주평화연구원 안보전문가 워크샵

11.0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세미나

10.06

한태규 초대원장 취임

11.05

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0.17

제2차 JPI-FNF 공동워크샵

11.19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13

JPI-KAF(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샵

12.02

제주평화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2.15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세종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12.06~07

JPI-KF-U.S. Embassy Seoul Joint Symposium

12.21

UN환경대학(원) 유치를 위한 세미나

08.22 	2008년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세계지역학회 공동주최 건국 6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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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비전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

제주평화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 중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연구기

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

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와 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원 역할

하는 구심체로서 설립되었다.

의 성공적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 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담론
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다양한 교육활동,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국제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0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론연구
국내외 연구학술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2015

2020

2010

2015

2020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논의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추진전략
정체성
‘선택과 집중’
에 입각한 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다자협력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특화와 역내 평화의 확산

• 대내외 소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과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비영리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합리적 연구와 투명한 경영, 실천
적 연구 활동으로 유사 연구기관과 차별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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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출연 연구기관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동북아 평화·안보·
경제통합 추진동력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거대 탐구의 장

안정적 연구여건 제공
• 기금규모 확대
•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탁 용역사업 확대
•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경상보조비 지속적으로 확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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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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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평화·안보·경제통합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수행
• 중장기 특화사업으로 동아시아 및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추진

원장
JITC
제주국제훈련센터

국제교류·협력
•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북미, 유럽의 대표적 평화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북미, 유럽 등의 평화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실

국제평화재단
사무국

기획조정실

학술회의
• 다년간 공동으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온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조직
•동
 아시아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 구상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개최: 제주를 평화와 교류

• 평화협력 연구부

• 회의팀

• 분쟁해결 연구부

• 기획팀

• 지역통합 연구부

• 행정팀

감사담당관

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의 학술적 실천방안으로 제주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연구
기관과 학술회의를 발전시킴으로서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틀을 1.5트랙에서 실천
• 주제 차별화, 참가국 다변화, 미디어 생중계 등을 통해 제주포럼을 글로벌 포럼으로 육성

• 연구지원팀

발간
• 각종 연구과제 보고서, JPI PeaceNet, JPI 정책포럼, 단행본 등의 발간을 통해 전문성 축적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인터넷을 통한 출판물 배포로 연구원 홍보 극대화

이사회
이사장

이

사

•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 김부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부지사
• 김병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문정인 동아시아재단 운영이사
•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정달호 제주국제훈련센터 소장
•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
•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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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시기

제4회 제주평화포럼(제주평화연구원 주관, 2007년 6월 21일 ~ 23일)의 제주선언문에서 채택된 제주프로세스 구상
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의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대화의 기반을 확대·정례화시켜 다자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Joint Project’
를 확대하여 다국적 담론의 장 구축

제목

주요내용

2006. 03. 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설립목표: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등 관련
특화된 연구 수행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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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간 FTA협정 이행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논의

2009. 08. 11 ~ 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한
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과 발전의 실천적 방안 탐구

2010. 05. 29 ~ 30

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 정세와 동아시아 협력 논의, 경제 및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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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와 협력의 중심지로 부상
시기

주요내용

1991. 04. 19 ~ 20

한·소
 정상회담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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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4자회담’
이 제안되는 성과를 거둠

1996. 06. 22 ~ 23

한·일 정상회담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한·일 파트너
십 관계강화 계기가 됨

1997. 09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세계평화의 섬’
지정·선포 제시

1999. 12

12+

제목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조항
신설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 실현을 목표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적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정
세와 대외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정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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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를 초빙하여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오프라인 출간
물로 발행·배포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9장) 관련‘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
(제51조 1항)과 이
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조항 등(제52조 2항, 제53조 3항) 신설

JPI PeaceNet

“JPI PeaceNet”
은 국제관계·평화연구와 관련한 정보교류 및 정책제안을 위하여 해외 및

2000. 09. 12

남북특사회담

남북회담의 중심지로 부상

2001. 06. 15 ~ 17

제1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아에 평화를 확립시키고 평화담론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

2002. 12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평화센터 설립 등 관련 사업추진과
국제기구 유치,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함

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 담론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현안들을 논의하

2003. 10. 30 ~ 11. 01

제2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 도전과 새로운 비전

2004. 07. 21 ~ 22

한·일 정상회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일관계 증진과 북
핵 6자 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 논의

2005. 06. 09 ~ 11

제3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국내 학자들의 글로벌한 1.5트랙 온라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

고 있다.

JPI 정책간담회

“JPI 정책간담회”
를 통하여 정치 및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
하여 정부 및 지방 단체의 최신 이슈 및 정책 포커스에 대하여 자유롭고 심도있는 토론
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미래 Agenda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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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은 2001년 이래‘제주평화포
럼’
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
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
로 자리매김하였다. 2011년 제6회 포럼까지는 격년제로 개최
되며, 2012년 제7회 포럼부터는 연례화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창의적 발상
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
력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그 개최 목
적이 있다.

제1회 제주평화포럼
일시: 2001년 6월 15일 ~ 17일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제2회 제주평화포럼
일시: 2003년 10월 30일 ~ 11월 1일
주제: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제3회 제주평화포럼
일시: 2005년 6월 9일 ~ 11일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제4회 제주평화포럼
일시: 2007년 6월 21일 ~ 23일
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
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력, 발전에 대
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
전을 제시하여 왔다.

제5회 제주평화포럼
일시: 2009년 8월 11일 ~ 13일
주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약칭 : 제주포럼)

일시: 2011년 5월 27일 ~ 29일
주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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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2 자체연구과제

1 주요내용 및 현황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진의 공동연구과제로써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으로 진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및

행되고 있다. 현 정부가 종래의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의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구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창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한반도 평화구조’
는 비핵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을 포괄하는 거대 전략개념이다. 제주프로세스는 유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여,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담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등이 예상되는 등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한편 보다 중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과 제주프로세스의 접점을 심도있게 탐색하고자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한다.
한국인의 평화관 여론조사 연구

구분
자
체
연
구
과
제

사업명

연구진

기간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공동연구

2010. 1 ~ 12

한국인의 평화관 여론조사 연구

이성우

2010. 1 ~ 12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모색: 한·중·일 방송콘텐츠 교류 증진을 중심으로

진행남

2010. 1 ~ 12

아태지역 국가위험의 분석: 대통령 순방국을 중심으로

한인택

2010. 1 ~ 12

	한국인의 평화관 여론조사 연구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
는 평화담론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인의 평화관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외교정책 수립에 과학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모색: 한·중·일 방송콘텐츠 교류 증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있어서 안보분야 협력 등의 High Politics보다 문화분야 협력 등의 Low Politics가 구체
적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중·일 3국이 다자협력의 제도화
를 위해 긴요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문화는 핵심요인이다. 오늘날 영상시대를 맞아 방송콘텐츠의
공동제작, 공동방영 등은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특히 파급효과가 큰 건설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어 이
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콘텐츠 교류 연구는 한·중·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가치관의 공통분모를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동아시아 문화공동체’
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
구로도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동방송채널 설립을 통해 3국간의 역사적 갈등해소와 공동체 의
식 배양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태지역 국가위험의 분석: 대통령 순방국을 중심으로
	기상청이 비 올 확률 (강수확률)을 예측하는 것처럼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협력 상대국이 정치불안, 경제혼란
에 빠질 확률(국가 위험, country risk)를 분석·전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경제 원조를 증
여한다고 할 때 가급적 정치불안이나 경제혼란의 확률이 낮은 국가에 원조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가
위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최선의 외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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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발간사업
1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3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7

2010 JPI PeaceNet 시리즈(국문)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이론적 함의와 추진 방향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10년 온라인 발간된 총 35호의 원고를 국문 단행본으로 엮음.

연구진 및 논문 구성
신욱희“동북아 다자협력의 현황과 전망: 이론과 실제”
진행남“한반도 평화구조 모색과 제주프로세스”
박병광“중국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전략”
이성우“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 연구: 두만강 개발 계획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4
2010 JPI PeaceNet 시리즈(영문)

기회와 전망을 중
 심으로”
한인택“비핵무기 지대: 기존 조약의 검토와 향후 전망”

Dialogu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2010년 온라인 발간된 총 35호의 원고를 영문 단행본으로 엮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5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8

2010 JPI 정책포럼 시리즈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외교정책과 여론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Ⅰ
2010년 오프라인 발간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엮음.

서장 들어가는 말: 외교정책론 여론
제1장 기존연구와 이론의 고찰
제2장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호관계
제3장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서술적 분석
제4장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상관관계 분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6

제5장 맺는 말: 외교정책과 여론의 정책적 함의

2010 JPI 정책포럼 시리즈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Ⅱ
2010년 오프라인 발간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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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학술회의 시리즈(Joint Workshop Series)
공동학술회의 시리즈 3
JPI-FNF 공동워크샵 자료집
Developing A Region
제3차, 제4차, 제5차 JPI-FNF 공동워크샵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엮음.
제3차 JPI-FNF 공동워크샵(2009년 10월 28일 ~ 30일)
Reconciliation: Making Peace with History
제4차 JPI-FNF 공동워크샵(2010년 6월 24일 ~ 25일)
NPT, Globla and Regional Implications
제5차 JPI-FNF 공동워크샵(2010년 10월 18일 ~ 20일)
Aid or Development? ODA - Lessons Learned and Challenges for Korea

4 정기간행물
JPI 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No

제목

1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송화섭
국방연구원

1월

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월

3

EU의 대북정책의 특징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이종서
한국외국어대학교

1월

4

한반도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월

5

유엔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한국의 대응

유연철
외교통상부

2월

6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문흥호
한양대학교

2월

7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이선진
한림대학교

3월

8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3월

9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3월

10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

유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4월

11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

김석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4월

12

핵 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

전성훈
통일연구원

4월

13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김기석
강원대학교

5월

14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오경택
전남대학교

5월

15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월

16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손병권
중앙대학교

6월

공동학술회의 시리즈 4
JPI-EAIS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동아시아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연합 구상과 상호협력
제1차 JPI-EAIS 공동학술회의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엮음.

3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JPI Research Project)
JPI Research Project 7 [2010-1]
동아시아의 문화 네트워크 모색: 한·중·일 방송콘텐츠 교류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JPI Research Project 8 [2010-2]
아시아 지역 국가위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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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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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0년)

No

제목

발행
(2010년)

저자

17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서상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월

34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의 조건: 통일독일이 주는 교훈

고상두
연세대학교

12월

18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6월

35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정과 향후 전망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처

12월

19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방안

이애란
경인여자대학교

7월

36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성원용
인천대학교

12월

20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
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7월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김재철
가톨릭대학교

7월

최명해
외교안보연구원

8월

정성장
세종연구소

8월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전진호
광운대학교

8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9월

이선진
한림대학교

9월

손기웅
통일연구원

9월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10월

21
22
23
24
25
26
27
28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북한의 파워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관계와 한중관계: 중국의 외교 전략
을 중심으로

JPI PeaceNet 배포 현황(온라인 국·영문 배포)
발행
(2010년)

No

제목

저자

1

China: Demonstrating that Intentions Follow Capabilities?

Denny Roy
East·West Center

2월

2

Japanese Diplomacy and the Role of Policy Intellectuals

Katsuhiko Nakamura
Asian Forum Japan

2월

3

Greater Tumen Initiativ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ataliya Yacheistova
UNDP/Tumen Secreatriat

2월

4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고상두
연세대학교

3월

5

Breaking History’
s Spell on Sino·American Relations

Wang Fan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3월

6

Taiwanese Contentious Politics and Controversies over
Taiwan·China ECFA

Hsin-Huang Michael Hsiao
Institute of Sociology, Academia Sinica

3월

7

Nuclear Energy Enthusiasm: The Proliferation Implications

Sharon Squassoni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3월

8

A Chinese Perspective on Inter·strait Relationship
Concerning ECFA

Dingli Shen
Fudan University

3월

The NPT Review Conference 201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U.S.

Jeffrey Lewis
The Nuclear Strategy and
Nonproliferation Initiative,
the New America Foundation

4월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원동욱
동아대학교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김수암
통일연구원

31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김미경
일본 히로시마 시립대학교 - 히로시마
연구소

11월

9

32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최희식
국민대학교

11월

10 “핵무기 없는 세상”
과 핵우산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4월

33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박홍영
충북대학교

11월

11

-

5월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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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활성화에 대한 우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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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0년)

No

5월

27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진호
제주대학교

10월

28

중일 영토분쟁‘차세대 해결론’
의 전환

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10월

29

Russian Perspective on Inter-Korean Relations

Sergey O. KURBANOV
University of St.-Petersburg

10월

30

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China

James MeeRNIk
University of North Texas

10월

31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인권과 주권

서창록
고려대학교

11월

A Chinese Perspective on the Nuclear Posture Review

Gao Wanglai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Nuclear Disarmament: An Australian Perspective

Rod Lyon
The Strategy and International
Program,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6월

제목

발행
(2010년)

저자

14

천안함 사건과 한미공조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6월

15

미·중 인권대화와 동아시아 인권문제의 전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6월

16

Obama’
s Nuclear Posture Meets Japan’
s Security
Interests

Masashi Nishihara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6월

32

일본 민주당 정권하에서 미일동맹의 향방

박철희
서울대학교

11월

17

Spring 2010: Will It Become A Turning Point on The
Road to Nuclear Free World? A View from Russia

Sergey M. Smirnov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Maritime State University

6월

33

Is the Creation of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Inevitable?

Steven KIM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11월

18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대북정책 방향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

7월

34

국제개발협력과 JITC(제주국제훈련센터)의 역할

이병국
한국국제협력단

12월

19

한러 관계의 새로운 조망

김덕중
경기대학교

8월

35

China’
s human rights’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Max Tsung-Chi YU
National Defence University

12월

20

북한의 내부 정세 변화와 과도기적 위기관리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8월

21

천안함 사태 이후 한러관계의 전개와 핵심과제

박종수
상트페테르부르그국립대학교

8월

22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미래

채희율
경기대학교

9월

23

자연재해와 국제협력

하규만
인제대학원 대학교

9월

G30의 부상과 새로운 세계금융질서의 모색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9월

25

대북 인도지원의 해법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월

26

북한의 대미외교: 최근의 추세와 그 함축성

차두현
한국국제교류재단

10월

24

24+

JPI News & Views
제주평화연구원의 뉴스레터인 JPI News & Views는 국문과 영문 시리즈로 발간되고 있다. 현안에 대한 JPI 연구진
의 의견과 제안, 주요 연구 프로젝트 및 발간물, 학술회의개최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네트
워크 구축과 대화의 장을 여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발간물 배포현황(2010년 12월 기준)
• JPI 정책포럼 :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약 1,000여명 우편 발송
• JPI PeaceNet : 한국정치학회 회원 외 약 5,000여명 전자 메일 발송

JPI Annual Report 2010 +25

Ⅰ. 원장 인사말

Ⅱ. 제주평화연구원 소개

Ⅲ. 중점추진사업

Ⅳ. 2010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Ⅴ. 기관회원 및 후원기관

Ⅵ. 제주평화연구원 모습

학술회의 개최
1 국내학술회의
2010년 학술회의 개최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 일시 : 2010년 6월 17일(수) ~ 18일(목)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 주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 발표자 및 발표주제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전작권 전환문제 토의자료”
, 김영호(국방대학교)
“전작권 전환시기 연
기 가능성 및 대비방안”
, 김현욱(외교안보연구원)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세미나 토론요지”
, 신범철(국방
부)“전작권 전환과 고려사항”
, 이 근(서울대학교)“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관하여”
, 이상현(세종연구
소)“전시작전권 전환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성훈(통일연구원)“이중경로정책(dual-track policy):
전작권 전환과 전술핵 재배치의 맞교환”
,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전작권 이양,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전작권 관련 현황과 대책”
, 최종건(연세대학교)“전시작전권 전
화 문제 세미나”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전시작전권 전환문제 세미나 토론 요지문-전작권 연기에
따른 안보위협 감소효과를 중심으로”
제1차 JPI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 일시 : 2010년 7월 16일(금)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
• 주제 :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
• 주요 참가자
	이준규(재외동포 영사대사), 서정민(하와이대학교), 김석철(히로시마 평화연구소), 김경근(재외동포
재단), 김영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용출(워싱턴대학교), JIN Qiangyi(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
원), 강근형(제주대학교), 박종수(상트페테르부르그국립대학교), 전광호(런던킹스칼리지)
• 발표자 및 발표주제
	서정민(University of Hawaii at Manoa)“Nationalism, Democracy, and Sustainable Peace in
East Asia”
, JIN Jingyi(북경대학교)
“천안함 정국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 김성철(히로시마평화연
구소)“China Factor in Japan’
s Grand Strateg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박종
수(상트페테르부르그국립대학교)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통일 인식 및 전망”
, 전광호(King’
s College
London)“동북아시아 안보정세와 한반도 평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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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주평화연구원 모습

• 일시 : 2010년 8월 18일(수)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평화연구원
:
클러스터’구상·제주 혁신도시 연계 발전 방안
• 주제 ‘국제교류협력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협의회
공동학술회의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 주제 :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 주요 참가자

• 주요 참가자 : 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

	홍성도(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양영철(제주대학교), 홍성화(제주대학교), 고태호(제주발

•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

전연구원), 양길현(제주대학교), 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강시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장태영(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영어교육도시), 송정희(제주위클리)

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한반도 평화구조 모색과 제주

• 발표자 및 발표주제
홍
 성화(제주대학교 교수)“제주지역 MICE시설 복합화 방안”
,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혁신도시와

프로세스”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비핵지대조약연구:

연계한 회의산업 활성화 방안”

현존조약의 검토와 동아시아에의 함의”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공동세미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 일시 : 2010년 10월 29일(금) ~ 30일(토)

• 일시 : 2010년 10월 22일(금)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 주제 : 최근 북한의 동향과 대외관계
• 주요 참가자 : 김의곤(한국국제정치학회), 김석우(서울시립대학교)

• 일시 : 2010년 11월 3일(수)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 주제 : 전환기 북한의 권력현황과 통일담론
• 발표자 및 발표주제 
	김진하(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김정은 권력세습구도와 북한정세”
, 이기현(통일연구원 통일
정책연구센터)
“포스트 김정일 체제와 중국”
, 배정호(통일연구원 국제관계센터)“이명박정부의 통일
구상과 통일비용”
, 박재적(통일연구원 국제연구센터)“설문조사-젊은 세대의 통일관”

• 발표자 및 발표주제
	우승지(서울시립대학교)“북한의 단계적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고찰”
, 황지환(명지대학교)“선군정치
와 북한 군사부문의 변환전략”
, 차창훈(부산대학교)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북중관계 그리고 한반
도”
, 신종호(경기개발연구원)“최근 북중관계 변화 추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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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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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주평화연구원 모습

• 일시 : 2010년 11월 5일(금)
•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시실리룸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정치·안보협력체 구상”
“동아시아
,
경제협력체 구상”
,“동아시아 사회문화협력
• 주제 “동아시아
구상”
“동아시아
,
다자협력체 구상의 미래”

UN환경대학(원)
유치를 위한
세미나

• 일시 : 2010년 12월 21일(화)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청
• 주관 : 제주평화연구원
• 주제 : UN환경대학(원) 설립 가능성 검토

• 주요 참가자

• 주요 참가자 

	조경근(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한승주(고려대학교), 허남식

	최청일(유네스코(UNESCO)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 국제조정이

(부산광역시)

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CC), UNESCO MAB 한국위원회), 정회성(환경과 문명 대표,

• 발표자 및 발표주제

한림대학교), 김송일(UN Governance Center), 김영철(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손기웅(통일연구

	이인배(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원), 박흥경(외교통상부),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장성수(제주대학교), 차두현(한국국제교류

구상-이론적 논의”
, 김태완(동의대학교)“동아시아 영토갈등
요인과 해결방안-해양을 중심으로”
, 이윤식(통일연구원)

재단)
• 발표자 및 발표주제 

“동북아 국방협력의 현주소-이상과 현실”
, 우에하라 켄야

	고창훈(제주대학교)“UN환경대학의 제주도 유치의 의미”
, 박상현(인하대학교)“UN환경대학의

(주한 일본대사관)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과 일본”
, 금성

제주도 유치를 위한 국내적 추진 전략”
, 박흥순(선문대학교 국제평화대학)“UN환경대학의 제

근(부산발전연구원)“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의

주도 유치를 위한 국제적 추진전략”

현상과 과제”
, 김한권(중국 칭화대학교)“두만강유역 개발을
둘러싼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 모색”
, 최운도(동북아역사재
단)“한중일 역사인식과 통합교과서문제”
, 안수현(부산대학
교)“동아시아 문화교류와 부산의 역사적 의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 일시 : 2010년 11월 19일(금)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 주제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역할
• 주요 참가자
	정윤재(한국정치학회), 신욱희(서울대학교), 이강로(전주대학교), 이동윤(신라대학교), 박한규(경희
대학교), 한정훈(서울대학교), 김중섭(제주대학교), 이상신(서울대학교), 하도겸(외교통상부), 권승준
(조선일보), 김형원(조선일보)
• 발표자 및 발표주제
	김석수(한국외국어대학교)“남중국해 분쟁의 국제관계: 파라셀과 스프래틀리군도를 중심으로”
,
박상현(인하대학교)
“인지심리학의 함의를 통해서 본 영토분쟁: 남중국해 영토협상을 중심으로”
,
손기섭(부산외국어대학교)“중일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 이지수(명지대학교)“일러 간의 북방
여토 분쟁: 러시아의 입장에서, 1992년의 역사적 회고”
, 이면우(세종연구소)“일본민주당 정권의
성립과 독도분쟁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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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 일시 : 2010년 4월 21일(수) ~ 22일(목)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아데나워재단·히로시마평화연구소
:
overhans in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 주제 “Historical
 olin Duerkop(콘라드아데나워재단), Brendan Howe(Ewha Womans
• 주요참가자 : C
University), Hari Singh(Asian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 발표자 및 발표주제
	Narayanan Ganesan(Hiroshima Peace Institute)“Bilateral overhans in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 Lam Peng Er(East Asian Institute)“China-Janpan
bilateral overhand”
, 윤태룡(고려대학교)“Japan-Korea bilateral overhang”
, Ramses
Amer(Stockholm University, Sweden)“Vietnam-China bilateral overhang”
, Pavin
Chachavalpongpun(ASEAN Studies Centre, Institute of South East Asian Studies,
Singapore)“Thailand-Cambodia bilateral overhang”
, Kyaw Yin Hlaing(City University,
Hong Kong)“Thailand-Myanmar bilateral overhang”

제4차
JPI·FNF
공동워크샵

• 일시 : 2010년 6월 24일(목) ~ 25일(금)
• 장소 :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Friedrich Naumann Foundation
:
Global and Regional Implications”
• 주제 “NPT:
• 주요 참가자 : Walter KLLITZ(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이용준(외교통상부), John E.
ENDICOTT(우송대학교), Brian McDONALD, Brahma CHELLANEY(Center for
Policly Research, India)
• 발표자 및 발표주제
	Thomas KALINOWSKI(Ewha Womans University)
“Aid and Development: Towards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Arthur GOLDSMITH(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Governance for Development: Good, Bad and Ugly”
, JUNG Woojin(Policy Analyst,
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Korea as a Successful Recipient Country”
, Falk
BOMSDORF(Former FNF Director to Russia)“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Promoting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 OHNO Izumi(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Manag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id: East Asian Perspectives
of Ownership”
, AHN Eungho(Director of Country Research Office, Korea Export and Import
Bank)“Korea’
s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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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 일시 : 2010년 8월 31일(화)
상해국제우호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연락회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
공동학술회의
• 주제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 주요 참가자 : L U Di long(상해국제우호연락회), CHEN Jian dong(상해국제우호연락회),
SHI Yuan hua(Fudan University)
• 발표자 및 발표주제
	CUI Zhi ying(Tongji University)
“East Asian Community and China”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Jeju
Process, East Asian Multilateral Co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 LI Chun
hu(S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Asia an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 SHI Yuan hua
(Fudan University“Construction
)
of an East Asian Community by China and is Background, Eidos
and Features”
, GONG Ke yu(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The Current Status on
Korean Peninsula after the Cheonan Incident”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GTI and the East Asian
Multilateral Cooperation: An Opportunity for Peace in Korea Peninsula”
, LIU Ming(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ina-Japan-Korea Leaders Trilateral
JPI·IFANS·Asia
Foundation
공동학술회의

• 일시 : 2010년 8월 15일(일) ~ 17일(화)

Summit: Cooperative Trends and Prospects”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Asia Foundation
:
s Rise and Implic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 주제 “China’
 강(외교안보연구원), 김현욱(외교안보연구원), Scott SNYDER(Center for US·Korea
• 주요 참가자 : 최
Policy), 변시원(Asia Foundation), Ralph COSSA(CSIS Pacific Forum),
• 발표자 및 발표주제
	KIM Heung Kyu(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Evolving China’
s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under Hu Jintao’
s Leadership and Implications to Korea-China Relations”
,
Evans J. R. REVERE(Korea Society)“A Dragon Rises: China’
s Ascendancy and the U.S.-ROK
Relationship”
, KIM Taeho(Hallym University)“China’
s Military Ris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 Ralph A. COSSA(Pacific Forum CSIS)“Perceptions of the Chinese Military
Buildup and its Regional Implications”
, LEE Ji-Yong(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A Rising China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 Drew THOMPSON(Nixon Center)
“Implications of China’
s Economic Rise for Northeast Asian Geopolitics”
, LEE Geun(Seoul
National University)“China’
s Soft Power and Changing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 John
DELURY(Asia Society)“Cultural Dimensions to US-China and US-Sou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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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0년 10월 18일(월) ~ 20일(수)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Friedrich Naumann Foundation
• 주제 : Aid or Development? ODA - Lessons Leraned and Chanllenges for Korea

제주평화연구원·
중국국제문제
연구소(CIIS)
공동학술회의

 anfred RICHTER(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독일 자유민주당),
• 주요 참가자 : M

• 일시 : 2010년 12월 2일(목)
• 장소 : 중국국제문제연구소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 주제 :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 주요 참가자 : QU Xing(CIIS), YU Shaohua(CIIS)
•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병국(한국국제협력단)

	Song Junying(CIIS)“두만강 유역 개발과 중국의 대

• 발표자 및 발표주제
T
 homas KALINOWSKI(Ewha Womans University)“Aid and Development: Towards Global

책”
, 고성준(제주대학교)“북한의 개혁개방과 중국 그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Arthur GOLDSMITH(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동

“Governance for Development: Good, Bad and Ugly”
, JUNG Woojin(Policy Analyst,

북아시아 비핵지대조약-기존 조약의 함의와 濟州조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rea as a Successful Recipient Country”
,

약 구상”
, Wang Yuzhu(Institute of Asia-Pacific

Falk BOMSDORF(Former FNF Director to Russia)“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s, CASS)“China, Economic Regionalism and

Promoting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 OHNO Izumi(National

the Future of East Asian Integration”
, 진행남(제주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Manag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id: East

평화연구원)“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역할 모색”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Asian Perspectives of Ownership”
, AHN Eungho(Director of Country Research Office,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Korea Export and Import Bank)“Korea’
s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ience”
JPI-KF-U.S.
Embassy
공동학술회의

• 일시 : 2010년 12월 6일(월) ~ 7일(화)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 주최 : 제주평화연구원·Korea Foundation·U.S. Embassy Seoul
• 주제 : Public Diplomacy in Korea-U.S. Relations
• 주요 참가자 : Patrick J. LINEHAN(Minister-Counselor for Public Affairs, U.S. Embassy Seoul)
• 발표자 및 발표주제
	김동기(MOFAT)“Korean Government’
s Public Diplomacy Initiative: Its Contex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 Patrick J. LINEHAN(U.S. Embassy Seoul)“U.S. Public Diplomacy Strategy”
,
Katrin KATZ(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U.S. Attitudes toward the ROK”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How Do Koreans View
the United States?”
, 박철희(Seoul National
University)“Groping for New Governance in
Korean Public Diplomacy”
, Brian GIBEL(U.
S. Embassy Seoul)“The U.S. Government’
s
Public Diplomacy in Korea: A U.S. Embassy
Perspective”
, 김태환(Korea Foundation)“New
Approaches to Public Diplomacy and KF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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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제주평화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제주프로
세스 사업 및 제주포럼을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확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Joint Project’
 미나 / 포럼 및 네트워킹 구축: 한·중, 한·일, 한·아세안 포럼 및 공동학술회의 정례화로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의
•세
기반 확대
 제 자문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인 학술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다수의 학자들을 엄선
•국
하여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추진
• JPI 펠로우십 강화로 연구원 외연확대 및 국제적 위상제고
국내 주요기관

해외 주요기관
• 노르웨이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PRIO) / Norsk Utenrikspolitisk Institute(NUPI)

• 대만

대만 국립정치대학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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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덴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 Institute for Secrity and Development
•스
Policy(ISDN) / Svenska Institute(SI)

• 동남아연구소 / 동아시아연구원 / 세종연구소 / 외교안보연구원 / 통일연구원
• 국제정치학회 / 통일정책연구협의회 / 한국정치학회 / 현대일본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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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 시립대학 평화연구소 / IRINA

• 중국 	북경 국제문제연구소 / 보아오 포럼 사무국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 연변대학교 / 하얼빈 사회
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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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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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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건설

2006 일천만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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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천만원		

2009 일천만원 2010 일천만원

후원기관목록 및 후원금액
국민은행

2009 일억원

수협중앙회

2008 일천만원

2010 오천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6 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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