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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 및 국제교류의 거점이

중점추진사업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국제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안보와 평화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이론을 탐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14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15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6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발전시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해 온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약칭 “제주포럼”)은 세계의
지도자, 외교관, 학자, 언론인, 정책 실무자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2012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현황

20

자체연구과제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2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JPI Research Project)

		

정기간행물

학술회의 개최
		

네트워크 44

28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2012년부터는 연례포럼으로 발전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 최고의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류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21

		

출간사업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30
38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이바지하고, 제주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국제교류와 협력

26
27

그리고 평화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나 국내정치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치권력이 유동적이었던 지난 한 해 저희 연구원은 국제관계의 위기상황에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희
연구원은 한경비즈니스가 매년 조사하는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평가에서 2012년에는 10위권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내에서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최고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로
알려진 저희 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일익을

제주평화연구원에 도움을 주신 기관 46

담당하고자 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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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1.12
02.28
03.10
03.24
09.21~23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국제평화재단 제1차 이사회 개최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04
06.21~23
07.01
10.16
10.26
11.30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부원장 면담: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지원 협의
제4회 제주평화포럼: ‘제주프로세스’ 촉구한 ‘제주선언문’ 채택(2007.06.23)
제주평화헌장 제막식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워크숍: 동해 표기 확산전략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06.17~08.26
07.17~11.29
08.29
10.06
10.17
11.13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숍(1차/2차)
제주프로세스 워크숍(1차/2차)
제주평화연구원 안보 전문가 워크숍
한태규 초대 원장 취임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숍

03.20
08.11~13
09.17
09.25
10.16
10.29
11.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제5회 제주평화포럼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학술회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2010년

2011년

06.17~18
06.24~25
07.16
08.18
08.31
10.19
10.22
11.03
11.19
12.02

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제주평화연구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 공동학술회의
제5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세미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3.18
04.29
05.27~29
06.22~23
07.15
07.22
07.28
09.30
10.06
10.13~14
11.18
11.25
12.02
12.09~10
12.20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공동세미나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글로벌시대의 한국-몽골 협력 방안 세미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8차 한·중동협력 포럼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2차 공동세미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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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BUSINESS 조사,
2012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2012년

09
02.02
02.07
02.16
03.23
05.31~06.02
06.12~13
06.28
07.13
08.13
08.23
09.20
10.15
10.26
11.05
11.18
11.29

제주평화연구원-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21세기정치학회-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공동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대토론회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세미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정보센터 국제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SSK 연구팀 공동학술회의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한국슬라브학회 공동학술회의: 2012 한국-러시아 전문가 제주 포럼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제7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문태영 제3대 원장 취임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
제주평화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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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분야 조사 결과
순위

10

순위 변동

평가 기관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 점수

1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76

202

189

567

2

↑1

통일연구원

180

174

196

550

3

↑1

한국국방연구원

177

156

190

523

4

↓2

세종연구소

156

177

177

510

5

↑2

동아시아연구원

108

103

92

303

6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00

97

93

290

7

↑2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96

97

95

288

8

↓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02

90

86

278

9

↑2

아산정책연구원

97

63

93

253

7474

6666

4545

185
185

↑210

↑2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11

↓1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47

64

42

153

12

↑1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39

48

33

120

13

↓5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6

34

38

98

14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9

32

25

86

15

―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16

29

20

65

16

↑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8

22

19

59

17

↑10

동북아평화연대

22

13

11

46

18

↑3

김대중평화센터

23

12

4

39

19

↑4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3

10

11

24

20

↑4

한반도평화연구원

6

8

10

24

21

↑4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

1

9

12

22

↓3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0

5

4

9

23

↑3

한국군사문제연구원

0

0

8

8

24

↓7

북한인권정보센터

3

3

0

6

25

↓7

평화네트워크

2

0

3

5

26

↓10

세계평화연구원

3

0

0

3

27

↓4

한국국제관계연구소

0

2

1

3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구심체로서 설립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비전

제주평화연구원은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평화연구기관,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와
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원 역할의
성공적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및 폭넓은 학술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2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

2015
동아시아 평화논의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

2020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연구
•국내외 학술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정체성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다자협력 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특화와 역내 평화확산과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비영리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합리적 연구와 투명한 경영, 실천적 연구 활동으로 유사 연구기관과 차별화를
추구한다.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추진전략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연구
• 평화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강화
•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 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 대내외 소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탄력적 연구연계체제 구축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제 유지
• 개별 연구진의 독립적 연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연구·학술회의·네트워킹의 삼위일체화로 효율적 연구 성과 구축 및 활용

안정적 연구여건 제공
• 기금규모 확대
•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탁용역사업 확대
•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 지속적으로 확보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출연 연구기관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동아시아 평화·안보·경제통합 추진동력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거대 탐구의 장

제주평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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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 |

연구원 조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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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연구

• 평화·안보·경제통합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수행
• 중장기 특화사업으로 동아시아 및 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추진
• 비전통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연구 분야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실
감사담당관

•
•
•
•

기획조정실

평화협력 연구부
분쟁해결 연구부
지역통합 연구부
연구지원팀

• 기획팀
• 행정팀

제주포럼사무국

국제교류

• 평화 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제
 주를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부응하여 제주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확보

• 기획섭외팀
• 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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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

• 지속적 학술교류가 가능한 거점 연구기관을 선택, 학술회의 집중
• 다년간 공동으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온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조직
• 동아시아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 구상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개최

이사회

이사장

이사 (가나다순)

김성한 외교통상부 차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동아시아재단 운영이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아시아태평양 각국·각 분야의 고위급인사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 국가정책 수립 및 제주도의 국제적 역할과 발전에 기여
• 정부·민간 연구기관 및 기업·사회단체 참여 확대
•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국가브랜드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 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국제훈련센터 소장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출간

• 온라인을 통한 출판물 배포로 연구원 홍보 극대화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
• JPI정책포럼, JPI PeaceNet, 연구사업보고서, 연구총서 등의 단행본 발간을 통해 전문성 축적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 실현을 목표로
실질적인 정책제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추진사업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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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회 제주평화포럼(제주평화연구원 주관, 2007 년 6 월 21 ~ 23 일)의 제주
선언문에서 채택된 제주프로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아시아의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대화의
기반을 확대·정례화시켜 다자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학술회의의 지속적 추진
• 국내외 연구기관과 ‘Joint Project’를 확대하여 다국적 담론의 장 구축
• 전통 및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자협력 이슈 개발 및 정책제안

JPI정책포럼

“ JPI 정책포럼”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대외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온라인·오프라인 출간물로 발행·배포하고 있다.

JPI PeaceNet

“JPI PeaceNet”은 국제관계·평화연구와 관련한 정보교류 및 정책제안을 위하여 해외
및 국내 학자들의 글로벌한 1.5 트랙 온라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평화를 확립시키고 평화담론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담론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한·소 정상회담에서 제주프로세스 출현의 구체화를 위한 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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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파트너십 강화 계기가 됨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선포제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 조항 신설

김대중 후보의 ‘세계평화의 섬’ 대선공약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반영함
‘세계평화의 섬’(제9장) 관련 ‘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제51조 1항)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조항 등(제52조 2항,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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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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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 증진과 북핵 6자 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 논의

2005.06.09~11

제3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2006.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2007.0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2009.06.01~02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아세안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구축 논의

2009.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2010.05.29~30

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 정세와 동아시아 협력방안 논의

2011.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2.05.31~06.02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1997.09
1999.12

제주평화연구원 |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설립목표: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등 관련 특화된 연구 수행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주프로세스 촉구한 제주선언문 채택

JPI정책간담회

“JPI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정치 및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부 및 지방 단체의 최신 이슈 및 정책 포커스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미래 어젠다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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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하였다.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개최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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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2012.05.31~06.02)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키스스탄 총리,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등 36개국 3,148명 참석

제8회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New Waves in Asia)”
일시
장소

2013년 5월 29일(수) ~ 31일(금)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일시 및 장소

6월 1일 10:00 - 11: 20,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개회사

우근민(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행사 개요

		

환영사

공로명(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주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기조연설

김황식(대한민국 국무총리)

일시 2012년 5월 31일(목) ~ 6월 2일(토)

			

오무르벡 바바노프(키르기스스탄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OSCE 사무총장)

장소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폴 존 키팅(전 호주 총리)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600여 명

참석자수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외교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세종연구소, 인간개발연구원, 제주대학교, 제주개발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차이나매거진, KB국민은행, 통일정책연구협의회, 한경비즈니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키르기스스탄 총리 면담
일시 및 장소

6월 1일 09:30 - 09:50, 루비홀

		

참석자수

20명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특별오찬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36개국, 23개 기관 3,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제주포럼은 그동안 국제적인 종합포럼으로 발전해오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일시 및 장소

6월 1일 12:40 - 14:00, 루비홀

프로그램

오찬사

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연례화된 첫 번째 포럼이다.

		

참석자수

폴 존 키팅(전 호주 총리) 외 60여 명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등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와 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인사 및 IT 업계를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만찬
일시 및 장소

6월 1일 19:00 - 20:20,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환영사

우근민(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이 포럼은 3일간 일정으로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되어 개회식, 세계지도자 세션, 특별 세션과 60여 개의 동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400여 명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평화, 안보, 경제, 경영, 인권, 여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밀도

		

축사

오충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건배제의

폴 존 키팅(전 호주 총리)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축하공연

제주도립무용단

		

참석자수

700여 명

애플사 창업주 스티브 워즈니악, CEO 등 많은 국가에서 참석하였다.

특히,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키르기스스탄의 바바노프 총리는 포럼 현장에서
한-키르기스스탄 간 총리회담을 가짐으로써 제주포럼이 국제외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폐회식 및 JDC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일시 및 장소

6월 2일 17:20 - 18:40,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식전공연

일렉퓨전그룹 ‘샤인’

		

폐회사

한태규(제주포럼 집행위원장)

		

만찬사

변정일(JDC 이사장)

		

건배제의

람베르토 자니에르(OSCE 사무총장)

		

참석자수

500여 명

JDC 이사장 주최 중국기업인 초청 특별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31일 19:00 - 20:20,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축하공연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

		

만찬사

변정일(JDC 이사장)

		

답사

니제(중국 녹원전기자동차 총재)

		

건배제의

황용이(귀주마오타이주류업운영관리공사 회장)

		

참석자수

200여 명

제주평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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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다자협력 전략
제주평화연구원의 정체성과 관련한 다자협력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1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절대적 힘의 우위가 감소하면서 국제질서에 다수의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다자주의가 대두하였다.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의 논의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데 주요한 대외정책으로 부상하였다. 김정일 사후 전개되는 한반도
상황의 전개에 따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반도 상황 전개에 따른 유관국가의 다자협력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현황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상의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자공동체 구상이 안고 있는 정치현실의 난제와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구상의 과제를 주요 문제의식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문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발전시켜 보다 깊이 있는
사례분석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다자협력에 대한
멤버십 게임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강대국의 무관심과 참여국의 필요성의 조화,
강대국의 세력균형 전략과 경쟁, 역내국가의 이익균형전략과 견제, 그리고 역대응을
통한 멤버십 게임의 4가지 변수를 대별하여 이를 동아시아 다자협의체에 적용하여
분석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및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구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평화연구원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연구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자체연구과제
사업명

연구진

기간

비고

공동연구

2012.01~12

공동연구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상의 이론적 고찰

이성우

2012.01~12

개인연구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진행남

2012.01~12

개인연구

국격 제고전략 연구

한인택

2012.01~12

개인연구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다자협력 전략

수탁과제(학술회의 및 연구)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

한인택

2012.08.01~12.31

제기기관: 외교통상부

유럽연합-한국의 관계 증대와 위기관리와 안정의 영역
(안보, 국방, 핵문제)에서 정책제언 연구

이성우

2011.09.01~2013.02.29

제기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최근 K-pop 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류’가 SNS 의 활용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외국의 민간
대중(Foreign Public)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 외교활동’을 총칭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근래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초국가적
문화현상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신한류를 공공외교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한국의 외교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격 제고전략 연구
국가이미지란 특정 국가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갖고 있는 관념의
총체로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국제관계연구에서 국가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며, 어떤 영향을 가지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드물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하여 갖는 국가이미지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대하여 갖는 국가이미지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경험적 연구도
부족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론적·경험적 연구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The 9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결한 정치적·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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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9회의 한·중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및 아랍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ECSSR: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United Arab Emirates)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오늘날의 세계를 위한 파트너십(Forging a Partnership
for Today’s World)”이라는 대주제 아래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무역을 넘어서:
경제 협력의 새로운 분야’, ‘문화교류: 한국과 중동 간 교류 연대’를 주제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
주제
일시
장소

오늘날의 세계를 위한 파트너십(Forging a Partnership for Today’s World)
2012년 11월 17일(토) ~ 18일(일)
아랍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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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되는 등 최근 한국-유럽연합 간 경제적인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한국과 유럽연합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대테러리즘,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개발원조를 포함한 국제적인 영역 및
광범위한 지구적 이슈에 대해 한-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의 근본적인 가치,
즉 민주주의 수호, 인권, 법의 준수 등을 재확인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유럽연합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안보 분야에 대하여 한국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정책제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발의하였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정보센터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3년 상반기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또 한차례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여기관
제주평화연구원(JPI: Jeju Peace Institute)
벨기에 국제안보정보센터(ISIS,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연구 분야
유럽연합 안보 파트너로서의 한국
•유럽안보전략과 대외안보정책 영역에서 파트너십 탐색
•최근의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중점이 되는 유럽연합의 현 정책 및 한국의 정책에 대한 교육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소화기-경량무기(SALW) 대응전략
비전통 안보에서 협력가능성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JPI Research Project)

제주평화연구원 |

출간사업

27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JPI Research Series)

맞물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상의 이론적 고찰

위기에 주요국들이 논의를 하

으로 예상되는 동아시아 주요국

2012 JPI PeaceNet Series

대안의 모색이 절실하였습니다.

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실

JPI Research Project 11(2012-01)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12-01]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상의 이론적 고찰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상의
이론적 고찰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5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5

Ⅰ. 들어가는 말: 새로운 국제질서?
Ⅱ. 동아시아 다자주의에 대한 이론화
Ⅲ. 사례 분석
Ⅳ. 결론

JPI PeaceNet 시리즈: 2012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12년 온라인 발간된 원고를 국·영문 합본 형식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과제입니다.
발간사 중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제1부

한반도와 남북한

제2부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도전

제3부

글로벌 이슈와 국제관계

제주평화연구원 편

(우) 697-120 제주특별차지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00 / Fax: (064)738-6522
E-mail: jejupeace@jpi.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세계평화의 섬’제주를 구현하
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
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다. 연구원은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
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제주평화연구원

제시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
와 번영 및 다자대화와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
주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프로세스 제도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우)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82-64-735-6500 / Fax: +82-64-735-6512
http://www.jpi.or.kr

정가 12,000원

요국의 권력교체는 이미 시작되었

귀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6
JPI정책포럼 시리즈: 2012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6

2012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안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JPI정책포럼 시리즈

하고, 6자회담은 실질적인 진전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6

의 모색이 절실하였습니다. 한반도

JPI Research Project 12(2012-0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12-02]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진행남

2012년 오프라인 발간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엮었다.

JPI정책포럼 시리즈

제1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제2부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3부

글로벌 협력과 한국

Ⅰ. 서론
Ⅱ.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의 공공외교의 현황 및 과제
Ⅳ. 외국의 공공외교 추진 사례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Ⅴ. 한류의 진화과정과 신한류 현상
Ⅵ.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Ⅶ. 결론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세계평화의 섬’제주를 구현하
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

제주평화연구원 편

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다. 연구원은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
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우) 697-120 제주특별차지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00 / Fax: (064)738-6522
E-mail: jejupeace@jpi.or.kr

제시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
와 번영 및 다자대화와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
주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프로세스 제도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우)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82-64-735-6500 / Fax: +82-64-735-6512
http://www.jpi.or.kr

제주평화연구원
[27]
연구총서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내 평화와 번영을 달성

_ 서문 중에서

경상대학교
∷ 글쓴이 소개
인권사회발전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총서 
연구총서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다자협력 전략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7

JPI Research Project 13(2012-03)

❖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한인택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평화연구원 편

동
아
시
아
다
자
협
력
의
제
도
화
연
구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 조양현 • 국립외교원 교수

국격제고 전략연구

계 차원, 지역정치 차원,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이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7]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다자협력 전략

❖ 한석희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중국연구부 부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원장

❖ 신범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2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과제로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진행남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평화연구원 편

❖ 유현석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
주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

서문
제1장

통일 한반도를 위한 다자협력 제도화 전략

제2장

북한체제의 향방과 한국의 통일환경 조성 전략

제3장

미국의 통일 한반도 전략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12-03]

국격 제고전략 연구
국격제고
전략연구
한인택

Ⅰ. 서론
Ⅱ. 중견국가 외교
Ⅲ. 국격 제고전략
Ⅳ. 결론 및 함의

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다. 연구원은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
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
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다자대화와 다자
협력의 논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
최하고 있으며, 제주프로세스 제도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www.jpi.or.kr)

ISBN 978-89-7778-371-3

(우) 697-120 제주특별차지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00 / Fax: (064)738-6522
E-mail: jejupeace@jpi.or.kr

JPI PeaceNet
No. 제목

JPI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JPI정책포럼
No. 제목

저자

1

미얀마 개혁개방: 원인과 전망

장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2

북한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 지도체제의 성격과 핵심 파워 엘리트

정성장(세종연구소)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저자

1

The Post Kim Jong-il Era and Inter-Korea Relations: A Time for Cautious Hope

김미경
(Hiroshima City University-Hiroshima Peace Institute)

2

2012년 글로벌 경제문제의 해결에 아시아가 기여할 것인가?

Wendy DOBSON(University of Toronto)

3

모든 길은 미얀마로 통한다

Zha Daojiong(Peking University)

4

2012 Global Nuclear Security Summit in Seoul: Views from India

Rajaram PANDA

5

2012년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Artyom LUKIN(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6

Myanmar Field-Trip Findings: An Overland Journey from Mandaly to Baoshan

이선진(전 인도네시아대사)

7

미얀마(버마) 보궐선거의 내막과 한국의 대응 전략

장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8

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김규륜(통일연구원)

3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 방안

4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5

식량안보와 한국: 과제와 전망

유호근(청주대학교)

9

국제 사이버 전쟁: 한계와 가능성

Andy YEE(Google)

6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화: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김상배(서울대학교)

10

Korea’s Jasmine Revolution: A View from the Philippines

Jean FRANCO(University of Philippines Diliman)

7

중국 정치 내부 결정구조와 18대 전망

김진호(단국대학교)

11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the Jeju Process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8

UN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안 12개조

홍승목(한국국제협력단)

12

Manag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 View from Cambodia

Vannarith CHHEANG
(Cambodian Institute for Cooperation and Peace)

9

한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김장현(하와이대학교)

13

미얀마 개혁의 취약성

David STEINBERG(Georgetown University)

10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박영준(국방대학교)

14

Six-plus-One Party Talks? The EU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11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

윤태영(경남대학교)

Philip WORRE(Inter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15

2011 한국인의 평화관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2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 연계

조성권(한성대학교)

16

13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장노순(한라대학교)

The Future and Current Status of the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Edward KWON(Northern Kentucky University)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

Reopening a Puzzle: South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Andrew YEO(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8

최근 일본 정국의 변화와 노다 정권의 과제

김숙현(도호쿠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9

시리아 사태의 현황과 전망

인남식(국립외교원)

오병호(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예비치
14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

(러시아 정치군사분석연구소)/

15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송영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

남중국해 분쟁과 ASEAN

Don EMMERSON(Stanford University)

16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성과와 과제

이규창(통일연구원)

21

TSR-TKR 연계사업의 전망과 한러협력의 전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7

귀국자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

박종철(경상대학교)

22

APEC Summit in Vladivostok and Korea’s Opportunity

고상두(연세대학교)

18

23

중국의 민족주의, 과연 실재하는가?

Neil J. DIAMANT(Dickinson College)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이승주(중앙대학교)

24

The Eurozone Crisis and Challenges to East Asia’s Growth and Integration

이종화(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실)

19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정치·경제적 함의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본 원자력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

전재성(서울대학교)

20

아시아와 한국외교

배긍찬(국립외교원)

26

Training the Tigers for the Jungle:
U.S. Foreign Assistance in East and Southeast Asia

Michael ARDOVINO
(USAID Knowledge Services Center)

27

Recent US Government Assistance in Southeast Asia:
Catching up with the First Tigers

Michael ARDOVINO
(USAID Knowledge Services Center)

>>> 발간물 배포현황(2012년 12월 기준)

28

Affinities between the ROK and the UAE

Christopher BROWN(Zayed University)

JPI정책포럼: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약 600명 우편 발송 및 약 4,300명 전자메일 발송

29

UN 안보리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홍미정(단국대학교 GCC 국가 연구소)

JPI PeaceNet: 국내외 정치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약 4,300명 전자메일 발송

30

미국과 미얀마, 서로에게 길을 묻다: 오바마 대통령 미얀마 방문을 평가하며

장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

JPI PeaceNet 발간 현황(온라인 국·영문 발간)

정기간행물

29

국내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2년 2월 2일(목), 14:00-17:2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주제

한국사회 공공분쟁과 사회통합

주요 참가자

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21세기정치학회-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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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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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소음분쟁의 법적 쟁점”

이지영(국민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장박진(국민대학교)

류미나(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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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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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서강대학교 SSK 연구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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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가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박종철(통일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송영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고봉준(충남대학교)

박영준(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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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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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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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전재호(서강대학교 SSK 연구팀)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교 연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2년 10월 26일(금), 09:20-19: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주제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효과 및 준비

발표자 및 발표주제

주요 참가자

구본학(한림대학교)

김규륜(통일연구원)

김도태(충북대학교)

“통일준비의 바람직한 방향”

남궁영(한국외국어대학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김형기(통일연구원)

미무라 미쯔히로(국제재생에너지기구)

“통일의 분야별·단계별 비용·편익 변수”

방수옥(복단대학교)
여인곤(통일연구원)

이동휘(국립외교원)

“다자협력 외교의 중요성과 통일”

양현모(행정연구원)
이덕행(통일부)

장형수(한양대학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통일 비용 논의의 새로운 고찰”

일시

2012년 11월 5일(월), 14:4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황과 정책대안의 모색

주요 참가자

강근형(제주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김중섭(제주대학교)

박창건(국민대학교)

김태현(중앙대학교)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로써의 일본형 FTA”

남궁영(한국외국어대학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서보혁(서울대학교)
안인해(한국국제정치학회/고려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2012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정남(고려대학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중미관계에 대한 인식”

조윤영(중앙대학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인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제주평화연구원 |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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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정보센터(ISIS) 공동국제학술회의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2012년 6월 12일(화) ~ 13일(수), 09:30-11:00

일시

2012년 7월 13일(금), 14:00-18:00

제주평화연구원 소회의실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국제안보정보센터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2012-2013 EUSK COOP-Jeju workshop”

주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주요 참가자

강근형(제주대학교)

일시
장소

남성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표자 및 발표주제
고상두(연세대학교)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유지은(제주특별자치도)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이영호(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구축의 가능성과 제약”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핵무기와 국제협력: 한국의 관점”
Ian ANTHONY(스톡홀롬 국제평화문제연구소)

“대량살상무기(WMD)와 소화기: 경량무기(SALW) 대응전략”
Philip WORRE(국제안보정보센터)

“EU 안보파트너로서의 한국”

발표자 및 발표주제
김미경(히로시마시립대학교)

“기억, 인권, 화해: 남북통일 이후의 과제”
김봉진(기타큐슈시립대학교)

“동아시아의 변동과 주박”
백원광(Central Michigan University)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via Linkage of Hard and Soft Power”
전광호(Central Lancashire University)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조호길(중국중앙당교)

“개혁개방 비교: 중국과 북한”
허욱(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동북아 정세변화, 국내정치 변수와 남북한 관계”

제주평화연구원 |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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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일시

2012년 9월 20일(목), 09:00-17:30

2012년 8월 13일(월), 13:30-18: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슬라브학회

주제

Euro Crisis: Causes and Consequences for Europe and East Asia

주제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정책

주요 참가자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주요 참가자

고상두(연세대학교)

이종화(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실)

김의곤(인하대학교)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일시

김태환(국제교류재단)

Lars-André RICHTE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박수헌(경희대학교)
우준모(선문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욱헌(외교통상부)

“Impacts on Emerging Economies, i.e. East Asian Economies”

이유신(영남대학교)
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영섭(서울대학교)

“Implications for the Regional Economic and the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Peter ALTMIKS(The Liberal Institute,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Germany)

“The Ideas behind the Euro and Its Policies”
발표자 및 발표주제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For the Development of ROK-Russia Relations - a Korean view”
엄구호(한양대학교)

“Major Issues and Strategies of the Korea-Russia PNG(Pipeline Natural Gas) Project”
장덕준(국민대학교)

“Russia-North Korea Relations: Issues and Prospects”
KANAEV Evgeny(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Gas Pipeline From Russia To South Korea: The Russian Dimension”
PANOV Alexander(전 대한민국주재 러시아대사)

“Russian and Korean Relaionship”
SUCHININ Valery(전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Michele CHANG(College of Europe, Belgium)

“Causes of the Euro Crisis: Common Currencies in World’s History and the History of the Euro”
Thomas KALINOWSKI(이화여자대학교)

“Comparison between Europe and Asia: Reg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Uwe WISSENBACH(한국주재 EU대표부)

“Lessons Learned: Future of the EU”

제주평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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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국립 싱가포르대학교 S. Rajaratnam 국제대학원 공동세미나
일시

2012년 12월 11일(화), 10:00-15:30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S. Rajaratnam 국제대학원
제주평화연구원,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S. Rajaratnam 국제대학원 내
Centre of Excellence for National Security(CENS) 및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3:30-17:20

장소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주최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주제

New Alliance and Security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in Asia

주요 참가자

고상두(연세대학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IDSS)

[ 제1회의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주제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Security

이우태(인하대학교)

주요 참가자

Damien Chong(CENS)
Jennifer Yang Hui(CENS)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발표자 및 발표주제

박동형(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A Study on Application of UN R2P Principles to North Korea”
박동훈(연변대학교)

“Issues on North Korean System Innovation Observed from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China-NK Border”

“Recent Cyber Attacks in the Middle East
and their Security Implications”
Caitriona Heinl(CENS)

“Towards Global Security: Recent Developments”

이원우(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Dispute on South China Sea and East Asian Security: Based on China’s Military Strategy”
조정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The Cooperative and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Russia: Focusing on Hunchun, Khasan and Rason”
KASEDA Yoshinori(일본 기타큐슈대학교)

“Japan and East Asian Security”

[ 제2회의 ]
주제

Issues in Multilateralism & Regionalism

주요 참가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Ralf Emmers(IDSS)

PARAMONOV Vladimir(Central Eurasia Project, Uzbekistan)

“China’s Security Policy in Central Asia”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Benjamin Ho(IDSS)

“ASEAN Centrality in the Emerg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제주평화연구원 |

 제주평화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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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제주프로세스 사업 및 제주포럼을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Joint Project’ 확대
•세미나/포럼 및 네트워킹 구축: 한·중, 한·일, 한·아세안 포럼 및 공동학술회의
정례화로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의 기반 확대
•국제 자문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인 학술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다수의 학자들을 엄선하여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추진
•JPI 펠로우십 강화로 연구원 외연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노르웨이

국제평화연구소(PRI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NUPI: Norsk Utenrikspolitisk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

네트워크

대만

대만 국립정치대학 내 국제관계연구소/ 대만 국방대학교 정전학원/
대만 중앙연구원 아태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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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러시아

고르바초프 재단/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 및 국제학부/ Institute of Raf Eastern Studies

말레이시아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ISIS)

미국

미국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 East West Center)

미얀마

양곤 경제연구소(Yangon Economic Institute)

벨기에

국제평화연구학회(IPR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사무국/
유엔훈련조사연수원(UNITAR) 제네바 본부/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 Geneva Centre for Security Policy)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ISDN)/ Svenska Institute(SI)

싱가포르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S. Rajaratnam 국제대학원/ 국립 싱가포르대학교 내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 Studies)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ECSSR: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United Arab Emirates)

인도네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일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히로시마 시립대학교 평화연구소

중국

보아오 포럼 사무국/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상하이국제우호연락회/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하얼빈 사회과학원/
UNDP 두만사무국

체코

Prague Security Studies Institute(PSSI)

카타르

부르킹스 도하센터(Brookings Doha Center)/ 			
알자리라 학술연구소(Al Jazeera Center for Studies)

캄보디아

캄보디아 개발자원연구소(CDRI: Cambodia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캄보디아 협력평화연구소(CICP: Cambodia Institute for
Cooperation and Peace)

호주

동아시아포럼(EAF: East Asia Forum)/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ASPI)/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LIIP) 등

해외 주요기관

국내 주요기관
국립외교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동남아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연구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세종연구소/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슬라브학회/
한국정치학회/ 현대일본학회 / 21세기정치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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