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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사말

JEJU

“저희 연구원은 설립 이래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론을
탐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PEACE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와 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06년 제주도에 설립된 싱크탱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Jeju Peace Institute

INSTITUTE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널리 확산, 전파하여 왔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해 온“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약칭“제주
포럼”
)은 세계의 지도자, 정책결정자, 연구자, 경제인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

설립 이래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론을 탐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심도 있게 논의

왔으며,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널리 확산, 전파

하는 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아울러 저희 연구원이 연구

하여 왔습니다.

·교류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이바지하고, 제주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국제교류와 협력

2013년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그리고 평화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의 정치권력이 특히나 유동적이었던 올 한 해 저희 연구원은 국제관계의 위기와

부터는 연례포럼으로 발전되어, 동아시아 지역 내 최고의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갈등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최고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
크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국제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의 산실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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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연구원은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평가에서

4
5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
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평화연구원장

문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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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소개

연혁
2006

2007

01. 12
02. 28
03. 10
03.24
09. 21 ~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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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7 ~ 08. 26
07. 17 ~ 11. 29
08. 29
10. 06
10.17
11.13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숍(1차/2차)

제4회 제주평화포럼:‘제주프로세스’촉구한‘제주선언문’채택(2007. 06. 23)
제주평화헌장 제막식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워크숍: 동해표기확산전략

2010

제주평화연구원 안보 전문가 워크숍
한태규 초대 원장 취임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학술회의
제5회 제주평화포럼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학술회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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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02
02. 07
02. 16
03. 23
05. 31 ~ 6. 2
06. 12 ~ 13
06. 28
07. 13
08. 13
08. 23
09. 20
10. 15
10. 26
11. 05
11. 18
11. 29
12. 11

제주평화연구원-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8차 한·중동협력포럼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2차 공동세미나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3. 18
04. 29
05. 27 ~ 29
06. 22 ~ 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21세기 정치학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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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국립 난양이공대학교 S.Rajaratnam 국제대학원 공동세미나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2013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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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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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3.20
08. 11 ~ 13
09. 17
09. 25
10. 16
10. 29
11. 23

제주프로세스 워크숍(1차/2차)

Jeju Peace Institute

2009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2012
2008

07. 15
07. 22
07. 28
09. 30
10. 06
10. 13 ~ 14
11. 18
11. 25
12. 02
12. 09 ~ 10
12. 20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6

글로벌시대의 한국-몽골 협력 방안 세미나

7

03. 13
03. 29
04. 17
05. 02 ~ 04
06. 13
10. 04
10. 22 ~ 23
10. 29 ~ 30
11. 15 ~ 16
11. 21 ~ 23
12. 11
12. 13 ~ 14
12. 18

제주평화연구원-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JPI 정책포럼] 기획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국립외교원 공동학술회의
제2차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콜로키움
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MOU체결 기념학술회의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제8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주관 2013 동아시아 UN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한·중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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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제주평화연구원 소개

비전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과 민간후원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

제주평화연구원은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 중장기적
으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와 협력의

이자 실천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원 역할의 성공적 확대와

구심체로서 설립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

성장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2015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및 폭넓은 학술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

2020

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연구
국내외 학술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정체성

Jeju Peace Institute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VISION
동아시아
평화논의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2025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다자협력 공동체에 대한

추진전략

연구의 특화와 역내 평화확산과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선택과 집중’
에 입각한 연구
평화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강화

비영리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합리적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 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연구와 투명한 경영, 실천적 연구 활동으로 유사 연구기관과 차별화를 추구한다.

대내외 소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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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출연 연구기관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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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연구여건 제공
기금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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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탁용역사업 확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 지속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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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조직

제주평화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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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추진
비전통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연구분야 지속적으로 발굴

원장

국제교류
평화 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무국

제주를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부응하여 제주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확보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북미, 유럽의 대표적 평화 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기획섭외팀
• 행정지원팀

학술회의

• 평화협력연구부
• 분쟁해결연구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Jeju Peace Institute

연구실

• 지역통합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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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아시아태평양 각국·각 분야의 고위급인사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 연구지원팀

국가정책 수립 및 제주도의 국제적 역할과 발전에 기여
• 기획팀

정부·민간 연구기관 및 기업·사회단체 참여 확대

• 행정팀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국가브랜드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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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ANNUAL REPORT 2013

중점추진사업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제4회 제주평화포럼(제주평화연구원 주관, 2007년 6월 21일~23일)의 제주선언문에서 채택된
제주프로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아시아의 안보
협력 및 경제통합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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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대화의 기반을 확대·정례화시켜 다자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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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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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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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담론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한·소 정상회담에서 제주프로세스 출현의 구체화를 위한 여정>
제목

주요내용

1991. 04. 19 ~ 20

한·소 정상회담

냉전해체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관련, 제주도의 지정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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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09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세계평화의 섬’지정·선포제시

1999. 12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조항 신설

한·일 파트너십 관계강화 계기가 됨
김대중 후보의‘세계평화의 섬’대선공약은 제주를‘평화의 섬’
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반영함

JPI 정책간담회
Jeju Peace Institute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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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09. 12

남북특사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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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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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06. 09 ~ 11

제3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2006. 03. 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설립목표: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등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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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하여

2010. 05. 29 ~ 30

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 정세와 동아시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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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3. 05. 29 ~ 05. 31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13

남북회담의 중심지로 부상

“JPI 정책간담회”
를 통하여 정치 및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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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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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그리고 세계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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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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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제주평화포럼’
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하였다.

Jeju Peace Institute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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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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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번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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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2012. 05. 31 ~ 06. 02)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키스스탄 총리, 폴 키팅 전 호주 총리, 람베르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 등 36개국 3,148명 참석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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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아시아의 새로운 물결”(2013. 05. 29 ∼ 05. 31)
정홍원 국무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49개국 3,672명 참석

2014년 제9회 포럼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2014년 5월 28일(수) ~ 30일(금)
주제: 새로운 아시아 설계(Designing New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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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사업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결과
행사 개요
주제:“아시아의 새로운 물결(New Waves in Asia)”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 5월 31일(금)
장소: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개회식

후원: 외교부,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외교원, 대한국제법학회, 동북아역사재단,

일시 및 장소
5월 30일
프로그램		
개회사
			
축사
			
환영사
				
			
기조연설
				
참석자수		
700여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일본다마대학교, 인간개발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학회,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차이나매거진, 프리드히리 나우만 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아세안센터, KB 국민은행, 블랙야크, ㈜한라산

규모로 49개국, 23개 기관, 3,67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제주포럼은
그 동안 국제적인 종합포럼으로 발전해오면서“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이라는 주제로 개최
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마하티르 모

Jeju Peace Institute

제8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2013년 5월 29일부터 31일 기간 동안 역대 최대

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와 학계,
문화계, IT 업계, 여성계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프레다 미리클리스 전문직여성(Business
Professional Women) 세계연맹 회장과 세계적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

션, 특별 세션과 50여 개의 동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400여 명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들이 참석하여 평화, 안보, 경제, 경영, 문화, 여성, 환경 등의 이슈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의 장
으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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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지혜와 해법을 담은

5월 29일 19:00 ~ 20:20, 그랜드 볼룸
400여명

조직위원장 주최 VIP 오찬
일시 및 장소
참가자 		
		
		
		

일시 및 장소
프로그램 		
			
			
			
참석자수		

이번 포럼은 3일간 일정으로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에서 개최되어 개회식, 세계지도자 세

석학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역사, 영토 문제 등 역내갈등을

외교부 장관 주최 환영만찬
일시 및 장소
참석자수		

5월 30일 12:40 ~ 14:00, EFL
마하티르 모하마드(前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前 일본 총리)
한승수(前 대한민국 총리)
구테레스 동티모르 외교장관 등 14명

조직위원장 주최 공식만찬

등의 세계 여러 국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10:30 ~ 1 1 :30, 그랜드 볼룸
우근민(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정홍원(대한민국 국무총리)
공로명(동아시아재단 이사장)
홍석현(중앙일보 사장)
마하티르 모하마드(前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前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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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만찬사
기조연설
건배사
문화공연
630여명

19:00 ~ 20:20, 그랜드 볼룸
우근민(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주철기(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하토야마 유키오(前 일본 총리)
제주도립무용단

폐회식 및 JDC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일시 및 장소
프로그램 		
			
			
참석자수		

5월 31일
폐회사
만찬사
문화공연
500여명

19:30 ~ 21:00, 그랜드 볼룸
문태영(제주포럼 집행위원장)
변정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JDC 이사장 주최 해외투자기업인 초청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9일
				
프로그램		
만찬사
			
문화공연
참석자수		
120여 명

19:00 ~ 20:20,
성산 아쿠아플라넷 제주,‘제주의 바다’
변정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싱크로나이즈드 공연, 해녀 물질공연

JPI ANNUAL REPORT 2013

2013년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연구과제

자체 연구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동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활성화 방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에 더하여 한국의 위상강화와 일본의 반격으로 규정

주요내용 및 현황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의 확산과 분쟁의 상시화로 긴장관계가 확대

및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구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다자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결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다자협력의 가능성, 전통안보 영역, 비전통안보 영역, 경제협력 영역에서 갈등과 해결 메카

평화연구원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연구

니즘으로서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한계, 갈등해결에 있어서 공공외교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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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21세기 국제질서와 국제정치이론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 가운데, 중국발 국제질서 개편, 동아시아 동맹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2013년 한반도 위기 사례를 대상으로 12개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이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하고, 정치현안의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적 적합성과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일한 정치현상에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을 투영하여 각
이론의 설명력을 검토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발전 과정과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시 기

자체연구
과제

연구진

동아시아 다자협력제도화 연구: 동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2013. 01 ~ 12

공동연구

21세기 국제질서와 국제정치이론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연구사업)

공동연구

2013. 01 ~ 12

공동연구

특정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용도 폐기되기 보다는, 한국의 국제정치경

미디어를 통한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진행남

2013. 01 ~ 12

개인연구

험을 포용하는 국제정치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과 전략의 탐색

한인택

2013. 01 ~ 12

개인연구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현황과 평화적 해결방안 연구

이성우

2013. 01 ~ 12

개인연구

한인택

2013. 08. 01 ~
12. 31

제기기관: 외교부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한인택

2013. 12. 01 ~
12. 31

제기기관: 외교부

통일학·평화학 연구사업

이성우

2012. 09. 01 ~
2013. 08. 31

제기기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성우

2013. 04. 01 ~
11. 30

제기기관: 정부

이성우

2013. 09. 01 ~
11. 30

제기기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수탁과제
(학술회의

“사회문화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및 수준판단”연구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이론사는 국제정치현상으로부터 이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완제품으로서 수입된 국제정치이론의 단순함으로 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작업을 통하여 국제정치이론의 변용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수입된 국제정치이론이

및 연구)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 방안”연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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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기 간

즉 각 국제정치이론이 발전되는 계기는 특정 국제정치현상과 연결되고, 특정한 지적 전통과

사업명

둘째, 주요 국제정치이론이 동일한 현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제정치이론의 외적 설명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사례가 적용되어,
경쟁하는 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발
국제질서 개편, 동아시아 동맹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2013년 한반도
위기 사례 등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12개 국제정치이론의
설명력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각 국제정치이론이 현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드러
내고, 이미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현상을 예측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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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력 및 예측 등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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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미디어를 통한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발간물명: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강화 방안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The 1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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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유관 기관·단체들이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

넌스의 구축이 요청된다. 둘째, 외신기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실상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확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외국의 국민들과 우리 국민 사이에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심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중·일 공동TV를 동북아의 관문인 한국에 설립하는 문제
한 · 중동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흐름을 직시해 24시간 영어뉴스 채널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섯째, 소셜미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8회의 한·중

디어가 매개하는 시민 담론이 왜곡되거나 편향되지 않도록 부단한 검증을 통한 진실에의 교

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정작업이 중요하다.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과 전략의 탐색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및 에미리트전략문제

*발간물명: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과 전략의 탐색

연구소(ECSSR: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United Arab

해킹에서 사이버전에 이르는 다양한 위협들이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현재적·잠

Emirates)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재적 도전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공격은 통상적인 군사공격이나 테러공격과
함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평화연구와 안보연구
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에 제한된 함의를 지
닌다. 새로운 안보적 위협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보
개념으로부터 전향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사이버공간이 행위자들이‘구성’

Jeju Peace Institute

를 주변국들과 진지하게 협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표적 중견국인 한국도 세계적인

있다는 사실이다. 즉,“사이버공간은 구성된 환경으로서 우리가 선택하여 만드는 대로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안보적 위협
이나 기회는 다르게 보이고, 또한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한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는 지양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현황과 평화적 해결 방안연구
*발간물명: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 방안
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
정에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장애물로 부상해왔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영토분쟁
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
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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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사 및 문화 갈등이 분쟁을 확대하는 악순환

결의 대안체계, 독도문제의 핵심과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북방도서문제의 핵심과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센카쿠열도문제의 핵심과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및 동아시아 전략의 문제와 한국의 대응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Meeting Global
Challenges through Partnership)이라는 대주제 아래‘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
,
‘한-중동 경제협력의 새로운 영역들’
‘차세대의
,
목소리’
를 주제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시각과 관념이 자기실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실현될 수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 · 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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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주요 세션

일시: 2012년 10월 22일(화) ~ 23(수)

제1세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주최: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제주평화연구원, 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

		 -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분쟁해결: 시리아를 넘어서
		 -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의 조성: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주제: 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Meeting Global Challenges through Partnership)
제2세션 “한·중동 경제협력의 새로운 영역들”
주요 참가자

		 - 인프라 및 도시 계획 /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윤병세(외교부장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Ahamed Al ASTAD(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 부장), 정용칠(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 교육과 청년 고용의 촉진 / 경제 발전을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

Humaid Al ALI(연방평의회 및 UAE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Christian BERGER(EU 대외관계청 아중동국장), 신각수(전 외교부 차관)
Hassan ASFOUR(팔레스타인 전 협상장관), Abdulhak AZZOUZI(모로코 국제전략문제 연구센터 소장), Ali FAKHRO(전 바레인 교육부 장관)
김종용(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손지애(아리랑 국제방송 사장)

제3세션 차세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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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통일학·평화학 연구사업

제주평화연구원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를 12월

제주평화연구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수탁용역사업으로 1년간(2012. 9. 1 ~ 2013. 8. 31)

2일(월), 제주에서 자문회의를 개최 후 12월 18일(수), 본회의를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이

서 개최하였다.

여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관련 여론의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통일에 대한 여론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개최 목적
⊙

위하여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는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근거하여

연구와 정책의 연계강화로 정책의 질적 향상과 공감대 확대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 정부의 정책수요가 연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정부
정책 형성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연구-정책 간 시너지 관계를 창출

내생 잠재요소인 통일의 전망을 구성하는 관측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기대, 통일의
가능시기로 구성하였다.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기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요인, 그리고 사회적 기대요인의 세 가지로 구성하고 각각의

- 연구기관 간 소통을 증진하여 연구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중요한 연구주제의
누락을 방지

잠재변수에 연관되는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통일의 준비와 기대를 나타내는 외생잠재요소는
통일 전망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전
개하였다.

주요 참여기관 및 참가자
홍지인(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 전성훈(통일연구원장) / 이숙종(동아시아연구원장)
전재성(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장) / 허승철(고려대학교 러시아·CIS 연구소장)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유성옥(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김영호(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정책연구센터장) /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병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김성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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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 조태용(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송대성(세종연구소장)

이태동(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이희옥(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 홍완석(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장)
주요 논의사항
외교부의 최근 현안 브리핑과 정책 수요 소개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설명과 정책 제안
연구기관과 정책당국간 소통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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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여론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여건에 대한 의식과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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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방안”연구

“사회문화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및 수준판단”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은 정부용역사업으로 8개월간(2013. 4. 1 ~ 11. 30)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주평화연구원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수탁연구사업으로 3개월간(2013. 9. 1 ~ 11. 30)

연구배경으로는 최근 해양안보와 해양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분쟁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전쟁, 무력도발, 국지적 분쟁과 같은 전통적

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지역주의 다자협력을 새로운 효율

안보(conventional security)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적 대안으로 활용하여‘일국일원칙의 규범’
의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레짐을 형성하여 우리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고려하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일반적인

의 입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추세가 되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의 초기에는 자연재난, 질병이나 식품의 안전과 같은 생활
안전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의 포괄적 안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존뿐만 아니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다자주의의 이익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제도의 운영과 유지는 물론 미래의 발전과 번영에 장애가 되는

세계의 국제정치학계가 제작·분석한‘영토 및 영해 분쟁에 대한 경험적 자료’
를 활용하여

요인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을 기본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양자적 접근보다는 다자적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문화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의도적인 위협과 무의지적인 위해요소, 그리고 안보대상이 가진 취약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사례분석은 독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도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하나의 장을 구성하였다. 사례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분석의 각 장은 해당 영유권 문제의 객관적 상황인식, 분쟁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통해 당사국의 이익, 논거, 전략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국내정치와 영유권
분쟁의 연계를 논의, 영유권 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지역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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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은 한국과 영토분쟁에서 관련이 있는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분석을 하였고,

시도로 대내위험요인, 대외위험요인, 통일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 10가지를 확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안보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첫째, 분석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한반도 위험요소로 전통적인 지역갈등,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의 함의를 논의

사이버 범죄의 급증, 그리고 미래 통일한국에 나타날 시장경제로의 효과적인 통합을 들 수

하였다.

있다. 둘째, 사회문화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험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차이는 국내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해외전문가들은 계층갈등을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요인으로 대외위험요인
과 통일위험요인은 문제를 서로 악화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오던 대내적 위험요인은 현재의 국제화와 다문화사회에서
오는 위험과 통일 한반도의 통일국가에도 여전히 상존하면서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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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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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강화 방안

2013년 온라인 발간된 원고를 국·영문 합본 형식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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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9

Ⅲ.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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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과제로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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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긍찬(국립외교원)

Jeju Peace Institute

1

20

> 발간물 배포현황(2013년 12월 기준)
JPI 정책포럼: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약 750명 우편 발송 및 약 7,000명 전자메일 발송
JPI PeaceNet: 국내외 정치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약 7,000명 전자메일 발송

Annual Report 2013
32
33

「DMZ세계평화공원」추진방향

손기웅(통일연구원/한국DMZ학회)

21

Understanding the ‘Korea Peninsula Trust Process’

유현석(한국국제교류재단)

22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의 좌표

김성한(고려대학교/前 외교부 차관)

23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조양현(국립외교원)

24

동아시아 세력전환과 한국외교

신각수(前 주일대사)

25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윤병세(외교부 장관)

26

한중동 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윤병세(외교부 장관)

27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Its Nuclear Threat

조태영(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8

2013년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 결산: 한-아세안 안보 대화와 미-중 경쟁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29

몽골과 일본의 북한정책

Julian DIERKES(UBC) &
Otgonbaatar BYAMBAA(와세다대학교)

30

이란 핵 협상 타결과 전망

유흥태(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31

미중‘신형 대국관계’
로 가는 길

Patric CRONIN(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32

한·중관계의 미래

송민순(前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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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국립외교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3년 5월 2일(목) ~ 4일(토)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개최

주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 방안
주요 참가자

국내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JPI 정책포럼] 기획세미나

홍지인(외교안보연구소), 김성한(고려대학교), 전성훈(통일연구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일시: 2013년 3월 29일(금), 13:30 ~ 17:00

최강(외교안보연구소), 최우선(외교안보연구소), 이지용(외교안보연구소)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김석진(산업연구원),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유현석(경희대학교), 이근(서울대학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 조정현(통일연구원), 진창수(세종연구소), 최진욱(통일연구원)

주제: 북핵시대 한반도 평화를 찾아서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주요 참가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북핵위협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고”

Jeju Peace Institute

고성준(제주대학교), 배진수(동북아역사재단), 우정엽(아산정책연구원), 이동률(동덕여대)

발표자 및 발표주제
박형중(통일연구원)“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
전성훈(통일연구원)“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 방안 Ⅰ: 평화 및 비핵화 문제”
유현석(경희대학교)“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본 구상”
김석진(산업연구원)“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 방안 Ⅱ: 개혁·개방 유도 방안”
최진욱(통일연구원)“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 방안 Ⅲ: 통일기반 조성”

제2차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콜로키움
일시: 2013년 6월 13일(목), 14:00 ~ 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중동의 정치현황과 비즈니스 전망
주요 참가자
장세원(GCC국가연구소), 황병하(조선대학교), 남옥정(GCC국가연구소)
엄익란(GCC국가연구소), 문혜경(제주대학교), 김정명(GCC국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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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발표주제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최근 중동지역 국가위험 분석”
엄익란(GCC 국가연구소)“이슬람 할랄시장의 부상과 한국기업의 접근성”
김정명(GCC 국가연구소)“GCC와 이슬람 관광시장 동향”

JPI ANNUAL REPORT 2013

2013년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MOU체결 기념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3년 10월 4일(금), 14:00-18:00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 14일(토)

장소: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장소: 국립외교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제: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제주도

주제: 21세기 국제질서와 국제정치이론

주요 참가자

주요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허향진(제주대학교), 정달호(제주국제연수센터)

이호철(인천대학교),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황지환(서울시립대학교), 전재성(서울대학교)

신각수(전 외교부 차관, 전 주일대사), 고성준(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엘리(이화여자대학교), 유응조(국회입법조사처), 이왕휘(아주대학교), 이승주(중앙대학교)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강근형(제주대학교)

박종희(서울대학교), 조동준(서울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근식(경남대학교)

고경민(제주대학교)
공동연구패널 1: 동아시아 동맹질서에 관한 두 가지 시각
발표자 및 발표주제

김엘리(이화여자대학교)“동맹속의 젠더 정치학”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비전과 목표, 주요 의제 및 접근방법”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민주평화론과 미국의 동맹정책”

강근형(제주대학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고경민(제주대학교) “세계평화의 섬의 새로운 추진 방향 “평화
:
개념'을 중심으로”

Jeju Peace Institute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연성국력(Soft Power)과 공공외교의 이론 및 정책적 함의:
연성국력의 변인과 측정의 신뢰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공동연구패널 2: 중국발 국제질서 개편에 관한 세 가지 시각
이호철(한국외국어대학교)“북핵과 중국의 외교행태 ‘이익’
:
과‘정체성’
의 국제정치”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국제질서구조와 공격적 현실주의 :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황지환(서울시립대학교)“방어적 현실주의와 중국의 부상”
공동연구패널 3: 2013년 한반도 위기를 보는 세 가지 시각
김근식(경남대학교)“2013년 한반도 위기와 북한의 전략: 병진노선과 평화체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관심분산이론과 남북한관계 전망: 2013 개성공단사례를 중심으로”
조동준(서울대학교)“신호이론 관점에서 본 2013년 한반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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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7

JPI ANNUAL REPORT 2013

2013년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국제학술회의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일시: 2013년 12월 18일(수), 11:00 ~ 13:30

제주평화연구원-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워크숍
일시: 2013년 3월 13일(수), 13:30 ~ 14:30

장소: 프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제: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

주제: Sports Diplomacy in a Globalized World

주요 참가자 및 주제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조태용(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Scott G. GATES(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홍지인(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송대성(세종연구소장)

Steven J. JACKSON(University of Otago),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이숙종(동아시아연구원장), 전재성(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Sifiso Mxolisi NDLOVU(The South African Democracy Education Trust)

허승철(고려대학교 러시아·CIS 연구소장), 전성훈(통일연구원장)

Haavard Mokleiv NYGARD(University of Oslo)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유성옥(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김영호(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정책연구센터장)

발표자 및 발표주제

박병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Steven J. JACKSON(University of Otago)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이희옥(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홍완석(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장)
외교부의 최근 현안 브리핑과 정책 수요 소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설명과 정책 제안

Jeju Peace Institute

김성환(고려대 일민 국제관계연구원장), 이태동(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연구기관과 정책당국간 소통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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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sted Terrain of Sport Diplomacy in a Globalising World”
Sifiso Mxolisi NDLOVU(The South African Democracy Education Trust)
“Diplomacy through sports: Football Unity Talks in conflict ravaged South Africa”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Sport as a Catalyst for Dialogues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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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일시: 2013년 4월 17일(수), 09:30 ~ 13:30

일시: 2013년 10월 22일(화) ~ 23일(수)

장소: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천진사회과학원

주최: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제주평화연구원, 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

주제: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

주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
(Meeting Global Challenges through Partnership)

주요 참가자
주요 참가자

씬찐아이(천진사회과학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장건(천진사회과학원)
둥순보(천진사회과학원), 청융밍(천진사회과학원), 텐칭리(천진사회과학원)

윤병세(외교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신각수(전 외교부 차관), 마영삼(공공외교대사)

리빙(천진사회과학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Humaid Al ALI(연방 평의회 의원 겸 UAE 상공회의소)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Ahamad AL ASTAD(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 김중관(한-중동학회)
Christian BERGER(EU 대외관계청), Abdulreda ASSIRI(쿠웨이트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Ali FAKHRO(전 바레인 교육부 장관) 정달호(제주국제훈련센터)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북한의 핵실험과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

정용칠(한국-아랍소사이어티)

둥순보(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과 일본의 대중 정책”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인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톈칭리(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전후 일본‘자아(自我)’주체성 확립의 정신적 근간”
리빙(천진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한·중·일 경제 협력 동북아 협력 견인”

Jeju Peace Institute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문제”

<제1세션>
주제: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분쟁해결: 시리아를 넘어서
발제자: Emad Gad BADROUS(Al-Ahram 정치전략연구센터)
Christian BERGER (EU 대외관계청)
주제: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의 조성: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발제자: Hassan ASFOUR(팔레스타인 전 협상차관)
이정민(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제2세션>
주제: 인프라 및 도시 계획, 보건 및 의료 서비스
발제자: Mohammed ALASOOMI(UAE 경제학자)
강재헌(인재대 백병원)
주제: 교육과 청년 고용의 촉진, 경제 발전을 위한 한-중동 파트너십

Annual Report 2013

발제자: 장현식(KOICA)
Mohammed AlASOOMI(UAE 경제학자)
주동주(산업연구원)
<제3세션>
주제: 차세대의 목소리
발제자: Humaid Al ALI(연방 평의회 의원 겸 UAE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박현욱(엘네피제 대학생 중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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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주관 2013 동아시아 UN세미나

일시: 2013년 10월 29일(화) ~ 30일(수), 10:00 ~ 18:00

일시: 2013년 11월 15일(금) ~ 16일(토)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대구 영원무역 회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주최: 한국유엔체제학회, 일본유엔연구학회, 중국유엔학자협회

주제: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its Nuclear Threat -

주관: 한국유엔체제학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New Global Challenges to Security and East Asian Leadership

from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s

in the United Nations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Lars-Andre RICHTE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조태용(외교부)

주요 참가자

김우상(연세대학교), Joel S. WIT(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학대학원 한미연구소)

박흥순(한국유엔체제학회, 선문대학교), Sukehiro HASEGAWA(일본유엔연구학회)

Heinz GARTNER(The Austrian Institute fot International Affairs), 이수훈(경남대학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선준영(UNA-Korea), Satoshi HIROSE(Nagasaki University)

이지용(국립외교원), 이금순(통일연구원), 온대원(한국외국어대학교)

LIU Zikui(Shanghai Normal University),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Hideshi TAKESADA(Takushoku University)

Mariko SHOJI(Keiai University), 이서항(단국대학교)
Takeo UCHIDA(United Nations University)

<제1세션>
Joel S. WIT(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학대학원 한미연구소)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Road to Nowhere”
Heinz GARTNER(오스트리아 국제관계연구소)
“North Korea, Deterrence and Engagement”

Jeju Peace Institute

발표자 및 발표주제

Chen SHIQIU(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Yasue MOCHIZUKI(Kwansei Gakuin University),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LIU Hua(United Nations Association-China)
Yasushi KATUSMA(Waseda University), 조정현(통일연구원)
ZHANG Haibin(Beijing University), Miko MAEKAWA(Osaka University)
김정인(중앙대학교), YU Hongyuan(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higemi WATANABE(Tokiwa University), 오영달(충남대학교)
Miki HONDA(Waseda University), SHEN Yi(Fudan University)

<제2세션>

Toshiya HOSHINO(Osaka University), 최성주(외교부)

이지용(국립외교원)“South Korean Policy”

LIU Tiewa(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금순(통일연구원)“North Korea’
s Stance on Nuclear Development”

이호진(UNA-Korea), ZHNAG Guihong(Fudan University)

온대원(한국외국어대학교)
China’
s New Leadership: New Prospect for North Korean Policy

Sukehiro HASEGAWA(Hosei University), 이신화(고려대학교)
CHEN Jian(중국유엔학자협회)

Hideshi TAKESADA(Takushoku University)
“Dealing with North Korea - a Japanes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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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주요참가자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 23일(토), 09:30 ~ 18:00

선준영(UNA-Korea), LIU Zikui(Shanghai Normal University),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Satoshi HIROSE(Nagasaki University),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Mariko SHOJI(Keiai University), 이서항(단국대학교)

주제: The Great Games: Great Power Politics in Asia in the 21st Century

<Session Ⅱ>

주요 참가자

주제:“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이호철(한국정치학회), 김태현(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Session Ⅰ>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ZHAO Huji(Party School of CC, CPC)

주요참가자

남궁곤(이화여자대학교), 김의영(서울대학교), 최영진(중앙대학교), 김형국(중앙대학교)

Takeo UCHIDA(United Nations University)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수훈(경남대학교), Kheang UN(Northern Illinois University)

Chen SHIQIU(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HORIBA Akiko(Sophia University, Japan),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Yasue MOCHIZUKI(Kwansei Gakuin University),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게르만(Kazakhstan Inst. of Strategic Studies), 추영식(중앙대학교)

LIU Hua(United Nations Association-China)

<Session Ⅲ>
주제:“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ecurity”
주요참가자

Jeju Peace Institute

Yasushi KATUSMA(Waseda University), 조정현(통일연구원)

CHEN Jian(중국유엔학자협회), ZHANG Haibin(Beijing University)

최은봉(이화여자대학교), 마상윤(가톨릭대학교), 김근식(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호철(한국국제정치학회), 김우상(연세대학교), 문돈(경희대학교)
장훈(중앙대학교), 최아진(연세대학교), 손혁상(경희대학교), 박성준(인천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내용
김태현(중앙대학교)“Great Power Politics in Historical Perspective”

Miko MAEKAWA(Osaka University), 김정인(중앙대학교)

Scott SNYDER(Council on Foreign Relations)“A New Great Power Politics in Asia,
But Many Challenges to Management of a Stable Regional Order”

YU Hongyuan(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ZHAO Huji(Party School of CC, CPC)“Core Interests of China”

Shigemi WATANABE(Tokiwa University), 오영달(충남대학교)

Kheang UN(Northern Illinois University)“US Interests and Policy in Southeast Asia”
HORIBA Akiko(Sophia University)“Abe Cabinet’
s Policy toward ASEAN”
김게르만(Kazakhstan Inst. of Strategic Studies)“Great Power Politics in Central Asia”

<Session Ⅳ>
주제:“Cyber Terrorism and Cyber Security”
주요참가자
Miki HONDA(Waseda University), SHEN Yi(Fudan University)
Toshiya HOSHINO(Osaka University), 최성주(외교부)
Satoshi HIROSE(Nagasaki University),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Session Ⅴ>
주제:“Tasks of the United Nations and East Asian Leadership”
주요참가자

Annual Report 2013

LIU Tiewa(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이호진(UNA-Korea), ZHNAG Guihong(Fudan University)
Sukehiro HASEGAWA(일본유엔연구학회), 이신화(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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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한·중 학술회의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2:00 ~ 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인문유대 강화 방안
주요 참가자
송민순(전 외교부장관), 신정승(전 주중국대한민국대사), 석동연(동북아역사재단)
이종국(동북아역사재단), 赵虎吉(중국 중앙당교), 高飛(중국 외교학원)
朱光磊(중국 난카이대학교), 郭道久(중국 난카이대학교), 李恭忠(중국 남경대학교)
이춘복(성균관대학교), 서인범(동국대학교), 한인희(대진대학교), 이문기(세종대학교)
이정남(고려대학교), 전인갑(서강대학교), 김중섭(제주대학교), 李隽旸(중국 외교학원)
김해용(제주특별자치도), 박인규(외교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赵虎吉(중국 중앙당교)“东西价值的冲突与融合：中韩关系的价值基础”
이춘복(성균관대학교)“
‘신형대국외교’
: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한반도해법”
高飛(중국 외교학원)“以
“战略平行”推动“战略平衡”:
在东北亚政治中探索更大的战略合作可能”

Jeju Peace Institute

<제1세션>“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제2세션>“한·중 인문유대의 현황 및 강화 방안”
朱光磊(중국 난카이대학교)“中国人文社科发展的基本情况与
对中韩人文社科交流的几点期许”
서인범(동국대학교)“
‘燕行學’
의 정립을 통한 한·중 유대 강화의 모색”
한인희(대진대학교)“한·중 간‘인문유대’
의 현황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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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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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연확대 및 국제적 위상제고

Jeju Peace Institute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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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대만 국립정치대학 내 국제관계연구소
대만 국방대학교 정전학원
대만 중앙연구원 아태지역센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러시아

고르바초프 재단 / 러시아 국책연구소 / Institute of Raf Eastern Studies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 및 국제학부

말레이시아

국제전략학연구원(ISIS Malaysia: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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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안보정보서비스(ISIS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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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개발정책 연구소(ISDN: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스웨덴연구원(SI: Svenska Institute)

싱가포르

국립 난양이공대학교 내 S. Rajaratnam 국제대학원
국립싱가포르대학교 내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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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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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보아오 포럼 사무국 / 중국국제학연구소 /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상하이국제우호연락회 /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하얼빈 사회과학원/ UNDP 두만사무국 / 텐진사회과학원
중국국제관계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체코

Prague Security Studies Institute(PSSI) 프라하안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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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전략정책 연구원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ASPI)
로위 국제정책 연구원(LIIP: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등

국립외교원 / 국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 / 동남아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연구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 세종연구소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한국국제정치학회 / 한국슬라브학회 / 한국정치학회
현대일본학회 / 21세기 정치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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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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