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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사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평화’
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평화라는 가치를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Jeju Peace institute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동북아에서 평화는“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를 의미하였습니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자국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힘을 통한 평화”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군비증강과 동맹강화는 군사적 대결과 신뢰의 부족을 낳고,
핵무기의 확산은 인류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14년 한해 동안 저희 연구원의 노력과 시도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참고하고자 연차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그 동안 저희 연구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연구원의
활동과 사업을 알려드리고 객관적인 평가와 사랑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평화구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하여 2006년‘세계평화의 섬
제주’
에 제주평화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래 저희 연구원은“협력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또 다시 알찬 연구와 보람있는 활동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통한 평화(peace through cooperation),”
“대화를 통한 평화(peace through
dialogue)”
를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에 실현하고자 연구와 노력을

제주평화연구원장

문태영

하여 왔습니다.“협력을 통한 평화”
를 동아시아에서도 구현하기 위하여‘제주
프로세스’
를 제안하고 다자협력을 연구하여 왔으며,“대화를 통한 평화”
에
이바지하고자‘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개최하여 각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대화를 통해서 상호를 이해하고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비록 작은 규모로 출발하였지만 차별화된 연구, 활발한 출판
사업,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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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History
2006

2007

2008

2009

2010

6

01.12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03.1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02.28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2011

04.29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공동세미나

03.10

국제평화재단 제1차 이사회 개최

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06.22~23

글로벌시대의 한국-몽골 협력 방안 세미나

09.21~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07.15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0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부원장 면담: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지원 협의

07.22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제주프로세스’촉구한‘제주선언문’채택(2007.06.23)

07.28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07.01

제주평화헌장 제막식

09.30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0.16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06

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워크숍: 동해표기확산전략

10.13~14

제8차 한·중동협력포럼

11.30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11.18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25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2차 공동세미나

06.17~08.26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숍(1차/2차)

12.02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7.17~11.29

제주프로세스 워크숍(1차/2차)

12.09~10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08.29

제주평화연구원 안보 전문가 워크숍

12.20

제주평화연구원-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0.06

한태규 초대 원장 취임

10.17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2.02

제주평화연구원-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11.13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숍

02.07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21세기 정치학회-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공동세미나

02.1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대토론회

03.20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학술회의

04.14

03.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세미나

1 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5.11

2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5.31~06.02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06.12~13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정보센터 국제학술회의

09.17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6.28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SSK 연구팀 공동학술회의

09.25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7.13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10.16

제주평화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학술회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08.13

제주평화연구원-한국슬라브학회 공동학술회의: 2012 한국-러시아 전문가 제주 포럼

10.29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8.2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23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09.20

제7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15

문태영 제3대 원장 취임

2012

06.17~18

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10.26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6.24~2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0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7.16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11.18

제9차 한·중동협력포럼

08.18

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청 공동세미나: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11.29

제주평화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8.31

제주평화연구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 공동학술회의

12.11

제주평화연구원-국립 난양이공대학교 S.Rajaratnam 국제대학원 공동세미나

10.19

제5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2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0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세미나

11.19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02

제주평화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7

제주평화연구원 소개

2013

2014

8

03.13

제주평화연구원-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워크숍

03.2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JPI정책포럼] 기획세미나

04.17

제주평화연구원-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05.02~04

제주평화연구원-국립외교원 공동학술회의

06.13

제2차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콜로키움

10.04

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MOU체결 기념학술회의

10.22~23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10.29~30

제8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5~16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주관 2013 동아시아 UN세미나

11.21~23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2.11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한중학술회의

12.13~14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18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02.19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학교 SSK 공동학술회의

03.28

제주평화연구원
2014년 외교·안보 분야

1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분야 조사 결과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 점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0

178

185

563

1

세종연구소

152

177

175

504

3

1

통일연구원

139

123

143

405

4

-

한국국방연구원

92

101

114

307

5

-

동아아시아연구원

99

100

97

296

6

1

아산정책연구원

96

82

92

270

7

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78

94

75

247

제주평화연구원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

8

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9

70

61

200

04.09

3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9

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77

68

51

196

04.11

4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61 61

6767

36
36

164
164

07.04

제주평화연구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세미나

11

2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45

27

31

103

07.17

통일교육원(통일미래지도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워크샵

12

12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4

26

26

76

08.21~2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회의

13

1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11

13

20

44

09.12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14

4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3

14

16

43

10.14~15

제9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5

4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4

13

14

41

10.24

2014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6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6

16

16

38

10.30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7

8

한반도평화연구원

1

10

25

36

11.07

세종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8

2

한반도 아태지역연구센터

8

6

8

22

11.14

서울대학교SSk연구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9

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8

7

5

20

11.21~22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회의

20

10

한국해양전략연구소

0

7

3

10

12.20~21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

21

10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1

6

2

9

21

3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

4

3

2

9

23

4

연세대 북한연구원

2

0

6

8

24

7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1

0

4

5

24

5

한국국제관계연구소

5

0

0

5

26

5

한국안보문제연구소

1

1

1

3

10

순위

순위변동

1

-

2

104

평가 기관

4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27

5

평화네트워크

2

0

0

2

28

10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0

0

1

1

29

6

북한인권정보센터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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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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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구심체로서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원 역할의 성공적

설립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정착시키고,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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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20

2025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동아시아
평화논의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연구
국내외 학술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추진전략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정체성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다자협력 공동체에 대한

●

평화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강화

●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 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

대내외 소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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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출연 연구기관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10

‘선택과 집중’
에 입각한 연구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동북아 평화·안보·경제
통합 추진동력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거대 탐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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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탁용역사업 확대

●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 지속적으로 확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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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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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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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지속적으로 발굴

국제교류

원장

평화 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제주포럼사무국

감사담당관

기획섭외팀
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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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
지속적

학술교류가 가능한 거점 연구기관을 선택, 학술회의 집중

연구실
평화협력연구부
분쟁해결연구부
지역통합연구부
연구지원팀

기획조정실
회의팀
기획팀
행정팀

다년간

공동으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온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조직
동아시아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 구상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국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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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추구

출간
온라인을

통한 출판물 배포로 연구원 홍보 극대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
 정책포럼, JPI PeaceNet, 연구사업보고서, 연구총서 등의 단행본 발간을
JPI
통해 전문성 축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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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사업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제4회 제주평화포럼(제주평화연구원 주관, 2007년 6월 21~23일)의 제주선언문에서 채택된
제주프로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의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대화의 기반을 확대·정례화시켜 다자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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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제정세와 대외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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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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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 정상회담에서 제주프로세스 출현의 구체화를 위한 여정
시기

14

동아시아에 평화를 확립시키고 평화담론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 담론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현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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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하여 정부 및 지방 단체의 최신 이슈 및 정책 포커스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심도

한·일 정상회담

한·일 파트너십 관계강화 계기가 됨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미래 어젠다를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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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1997. 09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세계평화의 섬’지정·선포제시

1999. 12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조항 신설

논의하고 있다.

JPI 정책간담회
“JPI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정치 및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세계평화의 섬’(제9장) 관련‘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제51조
1항)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조항 등(제52조 2항, 제5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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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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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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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특화된 연구 수행(비영리 민간연구기관)

2007. 06. 21 ~ 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주프로세스 촉구한 제주선언문 채택

2009. 06. 01 ~ 02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아세안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구축 논의

2009. 08. 11 ~ 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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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5. 29 ~ 05. 31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2014. 05. 28 ~ 05. 30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새로운 아시아 설계

남북회담의 중심지로 부상

15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그리고 세계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제주포럼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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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제4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2007.06.21~23)
노무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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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정치협
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제주평화포럼’
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하였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제7회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2012.05.31~06.02)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키스스탄 총리, 폴 키팅 호주 전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등 36개국 3,148명 참석
제8회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2013.05.29∼05.31)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등 49개국 3,672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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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을 제시하여 왔다.

제9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2014.05.28∼05.30)
줄리아 길라드 호주 전 총리, 살람 파야드 팔레스타인 전 총리, 리자오싱 중국 전 외무부
장관 등 58개국 3,734명 참석

2015년 제10회 포럼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2015년 5월 20일~22일
장소: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주제:“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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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사업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결과
행사 개요

개회식

주제:“새로운 아시아 설계 (Designing New Asia)”

일시 및 장소

5월 29일 10:30-12:40, 그랜드 볼룸

일시: 2014년 5월 28일(수) ~ 5월 30일(금)

프로그램

개회사

우근민(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장소: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축사

살람 파야드(前 팔레스타인 총리)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환영사

공로명(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홍석현(중앙일보·JTBC 회장)

후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외교원, 대한국제법학회, 동북아역사재단,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일본 타마대학교,

		

기조연설 줄리아 길라드(前 호주 총리)

인간개발연구원, 유엔거버넌스센터, 유엔글로벌콤팩트, 재외동포재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한라대학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경비지니스, 한중지역경제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외교협

참석자수

리자오싱(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 前 중국 외무부 장관)

650여명

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한아세안센터, KB 국민은행, 블랙야크, ㈜한라산

외교부 장관 주최 환영만찬
제9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2014년 5월 28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58개국, 32개 기관,
3,7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제주포럼은 그 동안 국제적인 종합포럼으로 발전해오면서“새로운

일시 및 장소

5월 28일 19:00-20:20, 그랜드 볼룸

참석자수

410여명

아시아 설계”
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전 총리, 살람 파야드
팔레스타인 전 총리, 리자오싱 중국 전 외무부 장관 등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와 학계, 문화계, IT 업계, 여성계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 회장과 다니엘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등의 세계 여러 국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조직위원장 주최 VIP 오찬
일시 및 장소

5월 29일 12:40-14:00, EFL 라운지

참가자		

줄리아 길라드(前 호주 총리)

		

살람 파야드(前 팔레스타인 총리)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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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여성, 환경

		

한승수(前 대한민국 총리)
리자오싱(前 중국 외무부 장관) 등 9명

등의 이슈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역사, 영토 문제 등 역내갈등을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지혜와 해법을 담은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조직위원장 주최 공식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9일 19:00-20:20, 그랜드 볼룸

프로그램

만찬사

		

기조연설 주철기(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문화공연 제주도립무용단

참석자수

650여명

우근민(제주포럼 조직위원장)

폐회식 및 JDC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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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5월 30일 18:20-19:40, 그랜드 볼룸

프로그램

폐회사

문태영(제주포럼 집행위원장)

		

만찬사

김한욱(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축사

시모무라 하쿠분(일본 문부과학성 장관)

		

문화공연 한중일 만돌린 오케스트라

참석자수

56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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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연구과제

자체연구과제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다자적 국제협력과 중견국 한국의 외교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아직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배적이지만, 인권, 환경, 금융,
무역 등 非군사 분야에서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요내용 및 현황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한 G20체제는 非군사 분야 다자적 국제협력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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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이며, 아세안지역포럼(ARF)이나 6자회담은 제한적이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다자적 국제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다자적 국제협력의 증가는 그간의 강대국 중심, 양자
관계 중심의 우리나라 외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자적 국제협력의 증가는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평화연구원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연구

이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지역에서 다자주의의 경향과 추세를 점검하고, 중견국으로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한·중·일의 민족주의 특성과 갈등완화 방안
한·중·일 간의 영토 갈등, 과거사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 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구분

사업명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다자적 국제협력과
중견국 한국의 외교

자체연구
과제

연구진

기 간

비 고

공동연구

2014.01-12

공동연구

모색할 때 주목되는 것이 이들 나라의‘정체성’문제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를 민족주의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간의 갈등들을 △영토·해양경계 갈등 △과거사 갈등 △안보
갈등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국의 민족주의의 특성을 탐색해서 이들 갈등과의

한·중·일의 민족주의 특성과 갈등완화 방안

진행남

2014.01-12

개인연구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했다.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평화안보의 전망

이성우

2014.01-12

개인연구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평화안보의 전망

갈등해소와 협력증진을 위한 Track II 외교: 사례와 함의

한인택

2014.01-12

개인연구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는 새롭게 대두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한인택

2014.08-12

제기기관: 외교부

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역내 국가들의 첨단
군사력의 강화와 군비경쟁의 추세, 역내 패권경쟁에 따른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한인택

2014.09

제기기관: 외교부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돌파하고

“통일에 따른 주변국 실익평가: 미국”연구

이성우

2014.08-11

제기기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
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2

23

2014년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갈등해소와 협력증진을 위한 Track II 외교: 사례와 함의
다자안보협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안보 패러다임이다. 그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주로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The 11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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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경험을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유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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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가 우리와 더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지역이다. 동남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민간전문가(Track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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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이다. 군비증강이나 양자동맹의 성공에는 민간전문가가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다자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외교가 중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한·중동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10회의
한·중동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및 아랍 사상 포럼
(ATF: Arab Thought Forum)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및 한·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Building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이라는 대주제 아래‘전환기의 중동:
한·중동 관계의 함의’
‘한
, ·중동 경제협력 다각화’
‘문화와
,
사람: 한·중동 협력의 기반’
을
주제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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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
일시: 2014년 12월 20일(토)~21(일)
장소: 요르단 암만 쉐라톤 호텔
주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Building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주요 참가자
●

한국측

	윤병세(외교부장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문정인(연세대), 이희수(한양대), 장지향(아산정책연
구원), 김도훈(산업연구원장), 주 요르단 대사 및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참석자 5명 등 40여명
●

중동측

	Haidar Abu Bakr AL-ATTAS(예멘 前 총리),
Elsadig ELFAQIH(아랍사상포럼 사무총장), Samir
AL NAOURI(前 주한요르단대사), Hussein EL
AMACH(시리아 前 장관대리), Jawad ANANI(요
르단 상원의원) 등 13개국 110여명
주요 세션
제1세션 “전환기의 중동: 한·중동 관계의 함의”
·중동의 미래와 안정을 위한 전략
·한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재고
제2세션 “한·중동 경제협력 다각화”
·한-아랍 경제 협력의 전망
·한·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의 다각화
제3세션 “문화와 사람: 한·중동 협력의 기반”
·문화교류를 통한 한·중동 관계의 강화
·차세대‘한·중동 협력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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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통일에 따른 주변국 실익평가: 미국”연구

제주평화연구원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를 9월

제주평화연구원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수탁 연구사업으로 약 3개월간(2014.08-11) 본

12일(금),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개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최 목적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와 군사적인 봉쇄를 통해

●

연구와 정책의 연계강화로 정책의 질적 향상과 공감대 확대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

- 정부의

정책수요가 연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정부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밝히고

형성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연구-정책 간 시너지 관계를 창출
●

있지만 2009년 한미정상의『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나타난 통일의 비전은 미국이 통일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

한반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통일의

- 연구기관

간 소통을 증진하여 연구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중요한 연구주제의 누락을

기본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지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망

주요 참가자

이론을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윤병세(외교부장관) /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 윤대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이종화(고려대 아시아연구소장) / 김성한(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한반도 분단이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유성옥(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이홍섭(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주도권을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익영역에 있는 것으로 한반도 분단의

신봉길(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 장세원(단국대 GCC국가연구소장)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지역체제

이숙종(동아시아연구원장) / 이옥연(서울대 미국학연구소장) /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차원, 양자관계 차원, 그리고 한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논의하였는데 미국이 한반도

이면우(세종연구소 부소장) / 백우열(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부소장)

분단유지를 선호하는 이익영역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손실영역으로 인식을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이연호(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전환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김용호(연세대 북한연구원장) /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홍석준(한국동남아연구소장) / 김현택(한국외대 러시아문제연구소장)
송근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 엄구호(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논의사항
외교부의 최근 현안 브리핑과 정책 수요 소개 /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설명과 정책 제안
연구기관과 정책당국 간 소통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첫째, 지역질서 차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
의 봉쇄전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 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세계은행
에 따르면 2014년 말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의 국내총생산을 추
월하였다고 보도했지만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고 군사적으로 미국
을 능가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 2020년에 한반도가 실질적인 통일단계에 갈
수 있다는 예측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의 균열에 의한 것보다 북한의 국가실패에
서 유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자관계수준에서도 미국이 이익의 영역에서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을 전환할 가능
성은 상당히 낮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전후 구축한 양자동맹 중심의 국제질
서가 흔들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
고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 안보체제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작동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한의 국내변수 차원에서도 미국이 손실영역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판단을 기대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영은 분열
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만큼 미국은 손실영역이 아니라 이익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
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변수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손실영역으로 인식을 전환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28

29

2014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출간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JPI Research Project)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1

JPI Research Project 17(2014-01)

2014 JPI PeaceNet 시리즈: 2014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한·중·일의 민족주의 특성과 갈등 완화 방안

2014년 온라인 발간된 원고를 국·영문 합본 형식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Ⅰ. 문제의 제기

제1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Ⅱ. 민족주의와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부 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Ⅲ. 한·중·일 3국 간 갈등의 현황

제3부 아시아와 세계

Ⅳ. 한·중·일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제4부 제주와 제주포럼

Ⅴ. 한·중·일의 민족주의와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Ⅵ. 한·중·일의 민족주의 대응 및 갈등 완화방안
Ⅶ.맺는 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2
2014 JPI 정책포럼 시리즈: 2014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2014년 오프라인 발간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엮었다.
제1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제2부 동북아 지역협력과 국제관계
제3부 한국과 동남아

JPI Research Project 18(2014-02)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 미·중·일 관계와 한반도
Ⅰ. 문제의 제기
Ⅱ.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이론적 배경: 장주기이론과 패권안정이론
Ⅲ. 동아시아 전략구도: 두 종류의 위험
Ⅳ. 결론: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4부‘지정학’
의 부활과 대응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3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다자적 국제협력과 중견국 한국의 외교
2014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과제로서 아래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 도종윤“20세기 다자주의의 전개와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방향”
제2장 한인택“다자안보협력과 중견국 한국의 외교”
제3장 이성우“중견국가 기여외교의 함의와 정책방향: 다자주의 확산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제4장 진행남“문화적 다자협력과 중견국 한국의 전략”

JPI Research Project 19(2014-03)
갈등해소와 협력증진을 위한 Track II 외교: 사례와 함의
Ⅰ. 아시아 패러독스에서 평화협력으로
Ⅱ. 동남아의 다자안보협력과 민간전문가(Track II) 외교
Ⅲ. ASEAN Institutes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ASEAN ISIS)
Ⅳ. 다른지역의 Track II 외교: CSCAP과 NECAD
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주는 함의
VI. 외교안보 연구정책 협의회의
VII. 다자안보협력: 왜 유럽과 동남아는 달랐나?
VIII. 정책고려사항

30

31

2014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정기간행물
JPI 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JPI PeaceNet 발간 현황(온라인 국·영문 발간)

JPI정책포럼
No.

JPI PeaceNet

제목

저자

1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2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허태회(선문대학교)

3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4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이상현(세종연구소)

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6
7
8
9

제목

저자

1

North Korea Should Forgo Nuclear Deterrence

Heinz GÄRTNER(Austr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OIIP) / University of Vienna)

2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의 경제적 효율성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3

21세기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포럼외교’

김태환(국립외교원)

전재성(서울대학교)

4

북한은 핵억지 정책을 포기하여야

하인즈 가트너(Austr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OIIP) / University of Vienna)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도전과 과제

이신화(고려대학교)

5

Humanities and Sociological Approach to Ieodo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드론의 군비경쟁과 안보환경의 변화

장노순(한라대학교)

6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

Muthiah ALAGAPPA(말레이시아 ISIS)

7

영토분쟁의 과학적 이해와 이성적 대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8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핵우산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9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10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우리의 대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1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후의 과제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12

Jeju, the Island of World Peace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13

乌克兰与中国的核保护伞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14

아베 정권의 공공외교와 센카쿠 문제: 특징과 과제

고바야시 소메이(제주평화연구원)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드레스덴 구상’
과 지자체 및 민간 대북협력의 접목

신범식(서울대학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1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정재욱(숙명여자대학교)

11

북한인권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
시계열 분석을 통한 이해와 규범적 처방의 제안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2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유영철(한국국방연구원)

13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윤태룡(건국대학교)

14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장준영(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15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5

China’
s Nuclear Umbrella for Ukraine: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16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고성윤(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16

고민하는 미국, 불만스런 중국

정성철(통일연구원)

17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신재혁(고려대학교)

17

The Rise of the Global Public Sphere: From the World Economic Forum to
the Jeju Forum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18

2014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제안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18

美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한계* (원제: Why Obama Should Abandon the Pivot)

Hugh WHITE(호주국립대학교)

19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선진(서강대 동아연구소 /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19

고바야시 소메이(경희대학교)

20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 검토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중층적인‘현장’
으로서의 제주포럼
-한 일본인 연구자의 포럼 참관기

21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점 확보 경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

Trustpolitik and the Korean Peninsula

조태열(외교부 제2차관)

22

아베 정권과 한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

진창수(세종연구소)

21

Excerpt of Keynote Speech at the Opening Ceremony in Jeju Forum 2014*

23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Li Zhaoxing(President, Chinese Public
Diplomacy Association / Former Foreign
Minister)

24

CSCAP과 아태 지역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22

한중 문화 교류에서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니우린제(牛林杰)(중국 산동대학교)

25

민족주의와 동북아 지역협력

최진우(한양대학교)

23

Designing New Asia(Excerpts from the Keynote Speech at the Opening
Ceremony in Jeju Forum)

Hon Julia GILLARD(Former Prime Minister,
Australia)

26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주흠(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前 미얀마 대사)

24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시각

우정엽(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사무소 소장)

25

그린데탕트(Green Détente)의 개념과 추진 방안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 발간물 배포현황(2014년 12월 기준)
JPI 정책포럼: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약 780명 우편 발송 및 약 7,500명 전자메일 발송
JPI PeaceNet: 국내외 정치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약 7,500명 전자메일 발송

32

No.

33

2014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학술회의 개최

JPI PeaceNet
No.

제목

저자

26

Abe’
s Calculation in Japan’
s Right-wing Shift

허욱(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27

가자(Gaza) 지구에서‘지속 가능한 외교’
는 가능할 것인가?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28

‘한국 때리기’
를 넘어서: 일본의 한국 연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기미야 다다시(동경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

국내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학교 SSK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4년 2월 19일(수), 16: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서강대학교 SSK 연구팀 (남북한 통일과 사회변화) 및 제주평화연구원

29

New Approaches Toward Regional Security: A Prerepuisite for Asian Future
Global Leadership

Sergei SEVASTIANOV(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30

유럽연합의 새 지도부 선출과 의미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주요 참가자

31

Some 21st Century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East Asia

Chris LARSEN(한국외국어대학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손호철(서강대학교), 서보혁(서강대학교 SSK연구팀)

32

The Peace Process in Myanmar: Challenges and Prospects

Brian McCARTAN(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전재호(서강대학교 SSK연구팀), 정영철(서강대학교 SSK연구팀),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33

스코틀랜드 주민투표가 남긴 의미와 과제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34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를 맞이하여

홍석준(한국동남아연구소 / 목포대학교)

35

Explaining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APCI)

권세중(외교부)

전재호(서강대학교 SSK연구팀) “2000년대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성격에 관한 연구:

36

Track 2 Diplomacy Revisited

Carolina G. HERNANDEZ(ISDS Philippines)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3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의의와 실현방안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국가정체성과 '친북/종북' 이슈”

38

독일 통일 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한계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39

东北亚多边安全合作的实现方案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

40

Sino-US Relations &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A Vietnamese Perspective

NGUYEN Hung Son(Diplomatic Academy

일시: 2014년 3월 28일(목), 14:00-18:00

of Vietnam)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41

한국-아프리카 관계 현황 및 미래전략

조원빈(성균관대학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The ASEAN-ROK 25th Anniversary Commemorative Summit:Past

NGUYEN Hung Son(Diplomatic Academy

주제: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이니셔티브

Achievements & Vision for the Future

of Vietnam)

43

민간전문가 외교의 재조명

Carolina G. HERNANDEZ(ISDS Philippines)

주요 참가자

44

東北アジア多者安保協力の実現方案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김재윤(국회의원), 정달호(JITC소장), 최대석(이화여대)

42

주제: 북한을 둘러싼 정치 담론 연구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상현(세종연구소), 조성용(전 체코대사), 홍재형(전 통일교육원장), 신범식(서울대학교)
김해용(제주특별자치도 자문대사), 강근형(제주대학교), 고성준(제주대학교)
고경민(제주대학교), 오순금(제주특별자치도),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변대호(제주평화연구원), 고바야시 소메이(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상현(세종연구소)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
신범식(서울대학교) “동북아 소지역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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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세미나

일시: 2014년 4월 9일(수), 10:00-12:00

일시: 2014년 7월 4일(금), 10:00-12: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남북한 통일과 사회변화: 북한의 정치사회의 균열」

주제: 제주평화연구원 기능 활성화 방안

SSK연구팀,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북한변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새로운 모색

발표자 및 발표주제
최강(아산정책연구원)“제주평화연구원 기능 활성화 방안”

주요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최대석(이화여대 SSK연구팀), 이승열(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전미영(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김학성(충남대학교), 이상근(연세대학교)

4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조은희(숭실대학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일시: 2014년 4월 11일(금), 16: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김학성(충남대학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 이해적 접근”

주제: 제주평화연구원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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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및 발표주제
김성한(고려대학교) “제주평화연구원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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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통일미래지도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워크샵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일시: 2014년 7월 17일(목), 10:40-12:00

일시: 2014년 9월 12일(금), 11:00-13:30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장소: 프라자 호텔 4층 오키드홀

주최: 통일교육원,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주제: 북핵·평화 외교 분야 연구·정책 협의회

주요 참가자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64명 내외 및 JPI 연구진

주요 참가자 및 주제
윤병세(외교부장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관),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상덕(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윤대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이종화(고려대 아시아연구소장), 김성한(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통해 본 북한 핵문제”

유성옥(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이홍섭(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통일연구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회의

이숙종(동아시아연구원장), 이옥연(서울대 미국학연구소장)

신봉길(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장세원(단국대 GCC국가연구소장)

일시: 2014년 8월 21일(목), 14:00-18:00 - 22(금), 10:00-12: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통일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이면우(세종연구소 부소장)
백우열(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부소장),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연호(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용호(연세대 북한연구원장)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홍석준(한국동남아연구소장)
김현택(한국외대 러시아문제연구소장), 송근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주요 참가자

엄구호(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이상화(통일부). 황승희(통일부), 최우선(국립외교원), 엄상윤(세종연구소)
은용수(인천대학교), 김지영(한양대학교), 고경민(제주대학교), 이동률(동덕여대학교)

●

외교부의 최근 현안 브리핑과 정책 수요 소개

성기영(통일연구원), 박종철(통일연구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

연구와 정책의 연계강화로 연구와 정책의 질적 향상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 증진

발표자 및 발표주제
성기영(통일연구원) “신동북아질서 전망을 위한 이론적 모색”
엄상윤(세종연구소) “신동북아질서와 통일환경”
김지영(한양대) “신동북아질서 변화에 대비한 통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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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4년 10월 24일(금), 14:00-18:00

일시: 2014년 10월 30일(목), 10:00-18:00

장소: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최: 한국국제정치학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동북아 갈등완화와 한반도평화 그리고 제주도

주제: 다자적 국제협력과 한국의 외교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허향진(제주대학교 총장), 장달중(서울대학교)
고성준(제주대학교), 강근형(제주대학교), 양길현(제주대학교), 장원석(제주대학교)
김진영(제주대학교), 김성준(제주대학교), 변종헌(제주대학교), 고경민(제주대학교)
진창수(세종연구소), 강병철(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남궁영(한국국제정치학회장), 주철기(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관), 서정인(외교부 남아태국장),
Carolina HERNANDEZ(ISDS Philippines 소장),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정진위(연세대 명예교수), 한승주(고려대 명예교수),
김성한(고려대), 강준영(한국외대) 김준섭(국방대학교), 정재욱(숙명여대),
한석희(연세대학교), 신정화(동서대), 손기영(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현욱(국립외교원),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제1세션
강근형(제주대학교)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한반도 평화”

발표자 및 발표주제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평화연구와 생명의 정치: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의 함의”

제1세션 특별대담

제2세션
진창수(세종연구소) “한일 관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한·중·일 민족주의의 특성과 갈등 완화 방안”

한승주(고려대 명예교수), Carolina HERNANDEZ(ISDS Philippines 소장)
제2세션“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정부공식(Track 1) 외교와 민간전문가(Track 2) 외교의 시너지”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동남아 민간전문가(Track 2)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와 아세아지역포럼(ARF)의 시너지
효과 평가”
제3세션“주요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김현욱(국립외교원)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강준영(한국외대) “시진핑 지도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김준섭(국방대학교) “아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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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회의

일시: 2014년 11월 7일(금), 14:00-17:00

일시: 2014년 11월 21일(금) ~ 22일(토)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세종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세종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부상하는 중국의 국가정체성과 한중관계

주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주요 참가자

주요 참가자

김도희(한신대), 이동률(동덕여대), 이문기(세종대), 박홍서(동덕여대), 이종화(목원대)

류길재(통일부장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이덕행(통일부)

장윤미(성균관대),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한국인의 대중 인식-한중안보협력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박홍서(동덕여대) “미중 간 세력균형을 통해 본 남북한의 핵개발”

서울대학교 SSK연구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4년 11월 14일(금), 14: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강연서(청와대), 김영호(청와대), 문상균(국방부), 길정우(국회의원)
진창수(세종연구소), 이상현(세종연구소), 오경섭(세종연구소)
양운철(세종연구소),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윤덕민(국립외교원), 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 유현석(한국국제교류재단)
차두현(前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이영종(중앙일보)
강근형(제주대), 고유환(동국대), 김근식(경남대), 최대석(이화여대)
박인휘(이화여대), 이근(서울대),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서울대학교 SSK연구팀,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의 구성과 한국의 지역전략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난 1년 평가와 교훈”

주요 참가자
신욱희(서울대), 전재성(서울대), 조은정(서울대), 민병원(이화여대)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최강(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前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제2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전략”
박형중(통일연구원), 오경섭(세종연구소)

발표자 및 발표주제
신욱희(서울대) “동아시아 안보이론의 모색: 위협전이론과 양면안보딜레마”
조은정(서울대) “국제 핵·미사일 통제체제의‘구조적 공백’
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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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제9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 15일(수)

제1세션 “Legacy of History on Relations among North East Asian Countries”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KOBAYASHI Somei(경희대학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주제:“Historical

Reconciliation & the Future of North East Asia: Lessons from German
Reconciliation Process”

“The Improvement of ROK-Japan Relations: Beyond Asahi Shimbun-Bashing”
CHU Xiaobo(북경대학교)
“Legacy of History on PRC-ROK Relations”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주요 참가자

“Theoretical Approaches to Historical Reconciliations in East Asia”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Lars-Andre RICHTE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소장)
김우상(연세대학교)
강경태(신라대학교)
KOBAYASHI Somei(경희대학교)
CHU Xiaobo(북경대학교)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Mr. Sören KITTEL(Reporter)

Hermann WENTKER(Institut für Zeitgeschichte München – Berlin)
Dagmar PRUIN(Action Reconciliation – Service for Peace)
Stefan GARSZTECKI(Technische Universität Chemnitz)

제2세션 “German Reconciliation Process”

Hermann WENTKER(Institut für Zeitgeschichte München – Berlin)
“Germany’
s Reconciliation with its Former Enemies after 1945: External Conditions &
Internal Motives”

Dagmar PRUIN(Action Reconciliation – Service for Peace)
“Role & Achievements of NGOs in German Reconciliation Process: Cases of 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 & Germany Close Up”

Stefan GARSZTECKI(Technische Universität Chemnitz)

“Regional Cooperation for Reconciliation: Germany & its Eastern Neighbours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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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중동협력포럼
일시: 2014년 12월 20일(토) ~ 21일(일)
장소: 요르단 암만 쉐라톤 호텔
주최: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제주평화연구원, 아랍 사상 포럼
주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Building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주요 참가자
한국측
윤병세(외교부장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문정인(연세대), 이희수(한양대),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김도훈(산업연구원장), 주 요르단 대사 및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참석자 5명 등 40여명

●

중동측
H
 aidar Abu Bakr AL-ATTAS(예멘 前 총리), Elsadig ELFAQIH(아랍 사상 포럼 사무총장)
Samir AL NAOURI(前 주한요르단대사), Hussein EL AMACH(시리아 前 장관대리)
Jawad ANANI(요르단 상원의원) 등 13개국 110여명

●

제1세션
주제: 전환기의 중동: 한·중동 관계의 함의
발제자: Jawad ANANI(요르단 상원의원)
“중동의 미래와 안정을 위한 전략”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한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재고”
제2세션
주제: 한·중동 경제협력 다각화
발제자: Basil AL-BUSTANY(이라크 경제고문)
“한-아랍 경제 협력의 전망”
김도훈(산업연구원장)
“한·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의 다각화”
Hussein EL AMACH(시리아 前 장관대리)
제3세션
주제: 문화와 사람: 한·중동 협력의 기반
패널1: 문화교류를 통한 한·중동 관계의 강화
발제자: Sabri RUBEIHAT(요르단 남북대화발전센터 이사)
“1,500년 한·중동 교류사로 보는 문화 협력”
이희수(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패널2: 차세대‘한·중동 협력의 미래’
발제자: Sara ABUSHAMALEH(서울대학교)
“한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아랍인”
김용아(요르단대학교/고려대학교)
“아랍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Enas Taha ALKHATIB(요르단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및 아랍학생들을 위한 취업 전망”
조인완(KDI 국제정책대학원)
“한·중동 청년학술교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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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제주평화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해외 주요기관

모색함과 동시에 제주프로세스 사업 및 제주포럼을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노르웨이	국제평화연구소(PRI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 노르웨이 국제
문제연구소(NUPI: Norsk Utenrikspolitisk Institute)
대만	대만 국립정치대학 내 국제관계연구소/ 대만 국방대학교 정전학원 / 대만
중앙연구원 아태지역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국내외 연구기관과의‘Joint Project’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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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미나/포럼 및 네트워킹 구축: 한·중, 한·일, 한·아세안 포럼 및 공동학술회의
정례화로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의 기반 확대

말레이시아	국제전략학연구원(ISIS Malaysia: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미국	미국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
센터(APCSS: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

국
 제 자문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인 학술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다수의 학자들을 엄선하여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추진

East West Center)

JPI 펠로우십 강화로 연구원 외연확대 및 국제적 위상제고

미얀마	양곤 경제연구소(Yangon Economic Institute)
벨기에	국제평화연구학회(IPR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 국제안보정보
서비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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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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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대학교 평화연구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 히로시마

요르단	Arab Thought Forum
중국	보아오포럼 사무국 / 중국국제학연구소 /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상하이국제우호연락회 /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
하얼빈 사회과학원/ UNDP 두만사무국 / 텐진사회과학원 / 중국국제관계
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 중국극지조사연구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
환구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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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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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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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 / 동남아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연구원 / 부경대학교 국제
지역연구소 / 세종연구소 / 선거연수원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
연구소 / 통일교육원 / 통일연구원 / 통일정책연구협의회 / 한국국제정치학회 / 한국슬라브
학회 / 한국정치학회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 현대일본학회 / 21세기 정치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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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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