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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사말

평화는 인간 누구에게나 소중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구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

따라서 평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냉전의 와중에서

제주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설립 이래로 확장된 평화의 개념을

평화는 국가안보, 군사안보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의 평화는 국가 간

연구하는 한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확장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무력충돌의 부재를 의미하였고, 평화를 지키는 궁극적인 수단은 군사력이라는

왔습니다. 2015년에도 전통적인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난민문제나 환경문제에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유럽과 동남아에서 새롭게 확장된

대해 연구하였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개최하여 각국의 지도자와

평화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평화 개념의 등장이 냉전의 종식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번영에 관하여 대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당겼는지도 모릅니다. 확장된 평화의 개념에는 국가안보,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또한 협력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제주프로세스’
를 제안하였고, 다자

인간안보, 환경안보가 포함되었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군사력 대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나아가 전세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하루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편,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제주평화연구원은 비록 작은 규모로 출발하였지만, 차별화된 연구, 활발한 출판

않고 있는 동북아에서 확장된 평화의 개념이 수용되고 실현되는 것은 쉽지

사업,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이 유린되고 환경이 파괴되며 핵무기가 확산될 때

연구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한경비즈니스의 싱크탱크 조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도

우리나라 상위권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선정되었습니다. 10위권 외교안보

새로운 평화의 개념을 수용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시리아

싱크탱크 중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수도권 밖의 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합니다.

난민에 대한 주변국 국민들의 반응이나 파리 기후변화협상에 임하는 역내 정부의
자세에서 동북아에서도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를

이제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의 노력과 시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루려는 관심와 열의가 싹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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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제주평화연구원장

문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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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소개

01.12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08.18

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청 공동세미나: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02.28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08.31

제주평화연구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 공동학술회의

03.10

국제평화재단 제1차 이사회 개최

10.19

제5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22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9.21~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11.0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세미나

11.19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02

제주평화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3.1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0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부원장 면담: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지원 협의

06.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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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

제주평화헌장 제막식

10.16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4.29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공동세미나

10.2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워크숍: 동해표기확산전략

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1.30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06.22~23

글로벌시대의 한국-몽골 협력 방안 세미나

07.15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07.22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6.17~08.26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숍(1차/2차)

07.28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07.17~11.29 제주프로세스 워크숍(1차/2차)

09.30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8.29

제주평화연구원 안보 전문가 워크숍

10.06

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06

한태규 초대 원장 취임

10.13~14

제8차 한·중동 협력 포럼

10.17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8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13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숍

11.25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2차 공동세미나

12.02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09~10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세미나

12.20

제주평화연구원-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2.02

제주평화연구원-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2011

03.20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학술회의

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09.17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9.25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0.16

제주평화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학술회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02.07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21세기 정치학회-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공동세미나

10.29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2.1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대토론회

11.23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03.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세미나

05.31~6.2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06.12~13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정보센터 국제학술회의

2012

06.17~18

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06.28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SSK 연구팀 공동학술회의

06.24~2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7.13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07.16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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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0.30

한국국제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9.20

제7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07

세종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0.15

문태영 제3대 원장 취임

11.14

서울대학교SSk연구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주최

10.26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21~22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회의

11.0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18

제9차 한·중동 협력 포럼

11.29

제주평화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2.09~10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U센터-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2.11

제주평화연구원-국립 싱가포르대학교 S.Rajaratnam 국제대학원 공동세미나

02.25

제주평화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 공동 워크샵

03.1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세미나

05.08

한미 사이버안보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

2015

03.13

제주평화연구원-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워크숍

06.19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

03.2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JPI정책포럼] 기획세미나

07.08

통일부장관 초청 JPI 정책간담회

04.17

제주평화연구원-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07.15

JPI-FEFU-SNUAC-MOFA 공동주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회의

05.02~04

제주평화연구원-국립외교원 공동학술회의

07.31

JPI 정책간담회

06.13

제2차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콜로키움

08.24

한일관계 현안 토론회

10.04

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MOU체결 기념학술회의

09.09

제10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2~23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09.17

해외학자 방문 세미나

10.29~30

제8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6

제12차 한-중동 협력포럼

11.15~16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주관 2013 동아시아 UN세미나

10.29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21~23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05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2.11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한중학술회의

11.1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MOU체결식 및 기념워크숍

12.13~14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19

JPI-육아정책연구소 공동워크숍

12.18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11.27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공동학술회의

12.15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교류협회 공동학술회의

12.21

2015 제주평화연구원 학술워크숍

02.19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학교 SSK 공동학술회의

03.2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8주년 기념세미나

04.09

3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4.11

4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7.04

제주평화연구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세미나

07.17

통일교육원(통일미래지도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워크샵

08.21~2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회의

09.12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 협의회의

10.14~15

제9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4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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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제주평화연구원은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와 협력의 거점이 되는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구심체로서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원 역할의 성공적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정착시키고,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비전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및 폭넓은 학술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단기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중기

장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
기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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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연구

동아시아
평화논의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국내외 학술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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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
집중’
에
입각한 연구

확산과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비영리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강화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 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대내외 소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합리적 연구와 투명한 경영,
실천적 연구 활동으로 유사 연구기관과 차별화를 추구
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출연 연구기관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동북아 평화·안보·
경제통합 추진동력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거대 탐구의 장)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탄력적
연구연계
체제 구축

안정적
연구여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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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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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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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조직

전문성 강화 및 특화로 소수 정예화를 추구하며, 독자성과
창의성으로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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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평화·안보·경제통합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수행
	중장기 특화사업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추진
비전통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연구분야의 지속적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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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장

확보
	실효성있는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북미, 유럽의 대표적 평화 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학술회의
연구실

감사담당관

평화협력연구부
분쟁해결연구부
지역통합연구부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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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 개최

기획조정실

제주포럼사무국
기획섭외팀
행정지원팀

회의팀
기획팀
행정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아시아태평양 각국·각 분야의 고위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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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eaceNet, 연구사업보고서, 연구총서 등의 단행본
발간을 통한 전문성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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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 실현을 목표로 실질적인

제주프로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의 안보

정책 제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력 및 경제통합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
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대화의 기반을 확대·정례화시켜 다자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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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정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학술회의의 지속적 추진

세와 대외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정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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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초빙하여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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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물로 발행·배포하고 있다.

JPI PeaceNet
한·소 정상회담에서 제주프로세스 출현의 구체화를 위한 여정
시기

제목

‘JPI PeaceNet’
은 국제관계·평화연구와 관련한 정보교류 및 정책제안을 위하여 해외 및
주요내용

국내 학자들의 글로벌한 1.5 트랙 온라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
아에 평화를 확립시키고 평화담론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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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 담론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1996.04.16∼17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4자회담’제안

있다.

1996.06.22∼23

한·일 정상회담

한·일 파트너십 관계강화 계기가 됨

1997.09

으로 발전시켜 나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김대중 후보의‘세계평화의 섬’대선공약은 제주를‘평화의 섬’
‘세계평화의 섬’지정·선포제시
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반영함

1999.12

<제주도 개발특별법>에‘세계평화의 ‘세계평화의 섬’
(제9장) 관련‘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
(제51조 1항)과 이를 위한
섬’조항 신설
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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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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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0∼05.22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JPI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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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그리고 세계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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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2001.06.15~17)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前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제2회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2003.10.30~11.01)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前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제3회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2005.06.09~11)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제4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2007.06.21~23)
노무현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前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
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제주평화포럼’
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하였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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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왔다.

제5회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2009.08.11~13)
반기문 UN 사무총장, 한승수 국무총리, 존 하워드 前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제6회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2011.05.27~29)
글
 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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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팅 前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
총장 등 36개국 3,148명 참석
제8회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2013.05.29∼05.31)
	정홍원 국무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등
49개국 3,672명 참석
제9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2014.05.28∼05.30)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 리자오싱 前 중국 외무부 장관
등 58개국 3,734명 참석
제10회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2015.05.20∼05.22)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독일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前 일본 총리, 존 하워드 前 호주 총리, 조 클라크 前 캐나다 총리,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
협회 회장 등 62개국 3,788명 참석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6년
제11회 포럼

일시: 2016년 05월 25일~27일
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Asia’
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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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결과
행사 개요
주제: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일시: 2
 015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장소: 해
 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주최: 제
 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주관: 제
 주평화연구원
후원: 외
 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일3국협력
사무국,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경비즈니스, 인간개발연구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유엔거버넌스센터, 세계전자정부도시협의체, 유엔협회세계연맹, 세종연구소,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대한국제법학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본 타마대학교,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대학교, 제주발전
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한중지역경제협회, 국민은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라산, 블랙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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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일시 및 장소 5월 21일 10:20 - 11:40, 그랜드 볼룸
개회사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프로그램
축사
게르하르트 슈뢰더(前 독일 총리)
영상 축하 반기문(UN 사무총장)
메시지		
기조연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 GGGI 의장)
		
후쿠다 야스오(前 일본 총리) / 존 하워드(前 호주 총리)
		
조 클라크(前 캐나다 총리) / 리샤오린(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800여명
•참석자수

외교부 장관 주최 환영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0일
만찬사
•프로그램
축사
건배제의
문화공연
650여명
•참석자수

19:00 - 20:20, 그랜드 볼룸
윤병세(외교부 장관)
공로명(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코아모러스 탱고 사중주

		제10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2015년 5월 20일부터 22일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62개국,
28개 기관, 3,7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제주포럼은 그 동안 국제적인 종합포럼으
로 발전해오면서“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를 비롯하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일본 전 총리, 존 하워드 호주 전 총리, 조 클라크 캐나다
전 총리,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등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와 학계, 문화계, IT 업계, 경제계
를 대표하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와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 모임 소속의 작가 조정래, 현기영 등
세계 여러 국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3일간 일정으로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되어 개회식, 세계지도자 세션, 특별 세션
과 60여 개의 동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400여 명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평화(외교,
안보), 번영(경제, 경영), 지속가능성(환경, 기후변화), 다양성(여성, 교육, 문화), 경쟁력(글로벌 제주) 등의 이
슈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결같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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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를 전달하였다.

조직위원장 주최 VIP 오찬
•일시 및 장소 5월 21일
•참가자		
		

13:00 - 14:20, EFL 라운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 후쿠다 야스오(前 일본 총리)
존 하워드(前 호주 총리) / 조 클라크(前 캐나다 총리) 등

조직위원장 주최 공식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1일
만찬사
•프로그램
축사
건배제의
문화공연
600여명
•참석자수

19:00 - 20:20, 그랜드 볼룸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구성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존 하워드(前 호주 총리) / 나경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앨리스 전자현악그룹

폐회식 및 JDC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2일
폐회사
•프로그램
만찬사
건배제의
문화공연
370여명
•참석자수

19:00 - 20:20, 그랜드 볼룸
문태영(제주포럼 집행위원장 /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김한욱(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조 클라크(前 캐나다 총리)
S.O.S. 퓨전국악그룹

언론인 교류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0일
환영사
•프로그램
인사말
건배제의
70여 명
•참석자수

19:00 - 20:20, EFL라운지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프랭크 칭(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논설위원)
로저 쿠버(미국 <더 레코드> 대표)

한중일 기업인 교류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1일
환영사
•프로그램
축사
		
문화공연
250여 명
•참석자수

19:00 - 20:20, 다이아몬드홀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장만기(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김일섭(서울종합과학대학원 총장)
이상기(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앨리스 전자현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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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현황

2015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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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와 함께 이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국의 정상외교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정상외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1)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

평화연구원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연구

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수반에 대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7) 과학기술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과 교통통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제외한 요인들을 한

23

국의 정상외교에 적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를 중점적으로 분
구분

사업명

연구진

기간

비고

공동연구

2015.01~12

공동연구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다. (1)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IMF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이성우

2015.01~12

개인연구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 안보위기에 우선하여 위기외교의 긴급의제로 다루어지지만 경제문

아태지역의 안보대화: 발전과 한계

한인택

2015.01~12

개인연구

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북한 핵과 같은 안보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 (2) 북한과의 정상

도종윤

2015.01~12

개인연구

2015.08~12

제기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2015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자체 연구 과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동학:
“
‘지정학(Geopolitics)’
의 부활인가,‘지역주의(Regionalism)’
의 확장인가?”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백서 제작

석하였다.

외교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정상외교는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지만 실

공동연구

제로 의미 있는 의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외교적 절차로 활용되는 측면이 존재했다. (4) 한
국의 정상외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5)
한국 정상외교는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주변 4강과의 정상외

자체연구과제

2015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국가 간의 상호 인식은 국제평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좌우하고, 신뢰부족은 국가 간 평화

교에서 상대적 국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 목표인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 여전히 한계
가 존재한다.

를 저해하고 우호 감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는 주관적 인식이 직간
접적으로 객관적 현실을 결정한다. 국제관계에서 주관적 인식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대외인식에 대한 자료나 분석은 지극히 부족하다. 미국처럼 수십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인식조사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심적 이해와 관련된
주요국의 대외인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원에서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우리나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화관을 조사한
바 있는 바, 이후 연구에서는 국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안보분야 전문가에 초점
을 맞추고 상세하고 실증적으로 대외 인식을 측정하고, 평화와 협력에 주는 함의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2015년도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전문가집단에 초점을 맞추었고, 차후 연
도에는 주변국 전문가 집단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아태지역 안보대화: 발전과 한계
다자안보협력은 동북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제도와 전략을 보완하고 궁
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처음부터 정부대표들이
만나서 협력에 합의를 하고 곧바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자안보대화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태지역의 Track 1
대화와 Track 2 대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Track 2 대화의 중요성과
역할이 Track 2 대화의 옹호자들의 주장보다는 못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
만 Track 2 대화가 talk shop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온 비판자들의 주장보다는 유용성이 있
었다. Track 2 대화는 민감한 문제를 먼저 다루기도 하고, 대안적 외교 통로로서 기능할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현대 국제관계에서 외교관계의 형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들 간의 정상회담이 일반화되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다. 동아시아의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안보와 경

수도 있었으며, 국제규범에 대한 사회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인간 안보에
관해서는 Track 1 대화를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Track 1 대화와 Track 2 대화 간 시
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면 정책의 질도 향상되고 국제협력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Track 1 대화뿐만 아니라 Track 2 대화도 같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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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동학:“
‘지정학(Geopolitics)’
의 부활인가,‘지역주의

25

2015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JPI Research Series)

(Regionalism)’
의 확장인가?”

출간사업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는 양극 체제를 끝내고 서구 민주주의의 보편화에 기반한 지역주의
의 확장으로 변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제관계는 지정학과 지역주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4

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은 군사적, 정치적 충돌 또는

2015 JPI PeaceNet 시리즈: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단순한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대립하거나 표면적
인 협력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영향력이라는 틀을 통해 지정학과

2015년 온라인 발간된 원고를 국·영문 합본 형식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지역주의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제1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때로는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때로는 지역주의의 확장 속에서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

제2부 주요국관계와 한반도

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이 지정학적 갈등과 지역

제3부 다자협력과 지역통합

주의의 확장 속에서 어떻게 통일외교를 지향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강대국들 간의 지정학

제4부 새로운 도전과 과제

적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어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토론하고 미래의 전략 방

제5부 차세대의 목소리

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제작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5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수탁사업으로 약 4개월(2015.08~11)간 본 연구를 수

2015 JPI 정책포럼 시리즈: 2015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행하였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2005.1.27) 이후 10년간 추진해 온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17대 사업

2015년 오프라인 발간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엮었다.

추진상황과 그 외 평화사업 및 국제교류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는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제1부 한국외교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제2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체적으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정 및 평화실천 17대 사업 추진 실적 등 추진상황 및

제3부 주요국 관계와 지역질서

1999년부터 추진된 남북교류사업 추진 배경 및 과정, 추진 실적 등을 수록하였다.

제4부 지정학과 지역주의

그 외에도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세계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평화의 섬 이미지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추진한 국제교류 추진실적, 행사, 시설물, 현장 및 주요사진 등도 수록하였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6
2015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2015년 제주평화연구원 공동연구과제로서 아래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 도종윤“외교정책과 여론: 국내의 연구 동향과 여론조사”
제2장 이성우“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제3장 한인택“주변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국가간 인식의 비대칭성과‘개인’
인식의 비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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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JPI Research Project)

정기간행물

JPI Research Project 20(2015-01)

JPI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JPI정책포럼
No.

제목

저자

Ⅰ. 들어가는 말

1

푸틴의 반(反)서방주의와 러-미관계 조망

이홍섭(국방대학교)

Ⅱ.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

2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3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관계의 분석과 제언

조세영(동서대학교 특임교수)

4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 관계

김흥규(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5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봉준(충남대학교)

6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이수훈(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JPI Research Project 21(2015-02)

7

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지정학의 회귀?

김동열(국립외교원)

아태지역의 안보대화: 발전과 한계

8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 관계

이동선(고려대학교)

9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신범식(서울대학교)

10

사드(TAAD)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 / 現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11

싱크탱크의 부상과 공공정책에서 역할

이숙종(성균관대학교)

1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러시아 관계

온대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13

지정학과 지역주의의 공존?: 한국, 러시아, 유럽의 유라시아 공동체 담론 비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14

동북아 국제체제 속의 대일외교 과제

진행남(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15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JPI Research Project 22(2015-03)

16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함의와 전망

우평균(한양대학교 HK연구교수)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동학:“
‘지정학(Geopolitics)’
의 부활인가,
‘지역주의(Regionalism)’
의

17

개성공단의 실상과 정책적 함의

홍양호(前 통일부차관 / 現 개성공단포럼 공동대표)

18

미·중 세력 경쟁 속의 한국외교 재성찰: 전략적 딜레마 극복을 위한 비판적 논의

은용수(한양대학교)

19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억지: 국제정치적 의미와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

20

한미동맹의 현황과 주요 이슈

김현욱(국립외교원)

Ⅲ. 지정학의 부활

21

지역경제협력으로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전망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Ⅳ. 지역주의의 확장

22

미중관계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승주(중앙대학교)

Ⅴ. 한반도의 조건

23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와 세계평화

고상두(연세대학교)

Ⅲ. 정상외교 이론의 한국적 적용
Ⅳ. 결론: 정상외교를 통한 평화안보를 위한 정책제언

Ⅰ. 서론
Ⅱ. 아태지역 Track 2 다자안보대화 개관
Ⅲ. 아태지역 Track 2 대화의 평가
Ⅳ. Track 2 다자안보대화가 필요한 동북아

확장인가?”
Ⅰ. 들어가는 말
Ⅱ. 영향력의 확장: 지역주의와 지정학의 교차점

Ⅵ. 결론 및 제언
• 발간물 배포현황(2015년 12월 기준)
-JPI 정책포럼: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약 780명 우편 발송 및 약 6,000명 전자메일 발송
-JPI PeaceNet: 국내외 정치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약 6,000명 전자메일 발송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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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JPI PeaceNet 발간 현황(온라인 국·영문 배포)
JPI PeaceNet

JPI PeaceNet
No.

제목

저자

No.

제목

저자

1

2015 북한 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정책 방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30

환경 문제의 국제정치: 중국발 대기오염에 대한 한국의 대응

강택구 & 심창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첩보 정치(Intelligence Politics)의 부활?: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31

동북아시아 지역주의(Northeast Asian Regionalism) 형성과 통일외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3

한국인의 대중인식과 한중안보협력: 한중동맹의 수립은 가능할 것인가?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32

사드관련 논란: 루머에 의한 피해사례의 하나일 뿐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4

Asymmetric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CHUN Kwang Ho(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3

Northeast Asia Nuclear Safety Cooperation:
The Case for Russia-South Korea Partnership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5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우정엽(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사무소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Mutual Cooperation in the E
 ast Sea Rim Area:
Energy, Transportation, Investment, and Tourism

Dennis PATTERSON(Texas Tech University)

6

韩国人的对华认识和韩中安保合作——韩中同盟能够实现么?

34

7

미국-쿠바 관계정상화가 한반도에 가지는 의미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35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 FIFA 사태를 통해 본 한국의 대응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8

중동의‘뉴노멀’
과 우리의 대응방향
저유가·고위험시대 한중동협력을 위한 구상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 소장)

36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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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pistemic Community, Track 2 Diplomacy, and Policy-Learning

YEO Lay Hwee(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37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황병무(국방대학교 명예교수)

10

萨德(THAAD)是否会成为中国的威胁?

우정엽(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사무소장)

38

2+2 남북고위급회담: 우린 정말 협상을 잘 했을까?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1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의 발언과 2015 지역질서 건축

이헌미(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39

아시아 패러독스와 한일 간 국가정체성

박범준(서울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

12

베트남의 Track 2 외교 경험: 북한에의 함의

NGUYEN Hung son(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40

중립화에 관한 질의응답

윤태룡(건국대학교)

How Vietnam Participated in and Benefited from Regional Track II Dialogue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41

남북한 심리 통합으로 가는 길

정혜진(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13

NGUYEN Hung son(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42

유럽 난민위기,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14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

김상배(서울대학교)

43

조비연(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15

남북 군사력의 실체

박상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의 방위산업은 부활하는가?:
무기 수출 금지 기조의 수정과 일본 평화주의의 미래

16

Is Engaging North Korea Still Useful?

신기욱(스탠포드대학교)

44

Memory Wars in EastAsia: Pluralistic Memories in Japan

Kenneth J. RUOFF(Portland State University)

17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게 위협이 안되는가?

조세공(중국 아태학회 조선반도연구회)

45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정엽(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사무소장)

18

中国对部署THAAD系统的几个逻辑

郑继永(复旦大学 朝鲜韩国研究中心)

46

미래학의 논의를 통해 본 세계정부의 출현과 국제질서 전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9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논리

정계영(상하이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47

평화, 번영과 사람을 위한 파트너십

윤병세(외교부 장관)

20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Thomas KALINOWSKI(이화여자대학교)

48

Partership for Peace, Prosperity and People

H.E. YUN Byung-se(Minister of Foreign Affairs)

21

러시아의 승전 70주년 기념과 한국의 대응방안: 러시아의 공과(功過) 감상법

우준모(선문대학교)

49

有关萨德的争论: 谣传下的一个受害案例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22

Public Perception and Security Cooperation: Isan ROK-PRC Alliance Possible?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50

핵무기에 대한 간략한 고찰

이성원(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23

다자적 국제협력과 중견국가의 리더십

Joe Clark(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51

미얀마 총선 결과와 한국의 대응방안

장준영(한국외대 벵골만연구센터 연구교수)

24

Middle Power Leadership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Joe Clark(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52

파리 테러공격,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으로 확산될 것인가?

조성권(한성대학교)

25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위하여

후쿠다 야스오(前 일본 총리)

53

기능장애에 걸린 동북아 외교

Mark BEESON(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26

흔들리는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

이서항(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54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 본 새로운 국제질서의 가능성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27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Susilo Bambang YUDHOYONO(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55

난민위기: 인도적 관심과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강원대학교)

28

지중해 보트피플 사태와 지역주의의 한계

오정은(IOM이민정책연구원)

56

Which Style of Security Cooperation for North east Asia?
A Comparison of Europe and Southeast Asia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29

The State of Regional Community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Community Hemmed in between Politics of Nationalism, ASEAN Norms and
Pragmatism

Alan CHONG(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57

파리 테러리즘이 남긴 과제: 탈근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탈근대 전략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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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세미나
일시 2015년 3월 19일(목), 14: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 공동워크숍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일시 2015년 2월 25일(수), 10:30-12:00

주제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주요 참가자

주제 저유가 고위험 시대 한-중동 협력: 중견국型 외교가 해답인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신현석(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고성준(제주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고봉준(충남대학교), 강근형(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요 참가자

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김종근(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경민(제주대학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변대호(인천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강선주(국립외교원)

Thomas KALINOWSKI(이화여자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윤태룡(건국대학교), 오경택(전남대학교), Kobayashi SOMEI(경희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신재혁(고려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제1세션]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저유가 시대 한-중동 경제협력”
[제2세션]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고위험 시대 대 중동 외교”
[제3세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저유가 고위험 시대 중동정책을 위한 제언”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지정학과 지역주의의 공존?: 유럽, 러시아, 한국의 유라시아
공동체 담론 비교”
고봉준(충남대학교)“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제2세션]
Thomas KALINOWSKI(이화여자대학교)“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South Korean Public Percep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Security Cooperation”

31
31

32 Jeju Peace Institute

Annual Report 2015

2015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

통일부장관 초청 JPI 정책간담회

일시 2015년 6월 19일(금), 12:00-17:20

일시 2015년 7월 8일(수), 16: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국국제정치학회, 현대일본학회,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일한문화교류기금, 도쿄대학교 한국학연구부문, 일본국제정치학회, 현대한국조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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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동북아 정세 및 북한 핵문제와 인권

주제 한일관계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주요 참가자
주요 참가자

홍용표(통일부장관),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김영작(국민대학교), 남기정(서울대학교), 경제희(경남대학교)

이덕행(통일부 정책협력관), 오경택(전남대학교)

고선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숙현(여의도연구원), 김용희(인하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박훈(서울대학교), 안소영(국민대학교), 유근호(성신여자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이이범(강원 원주대학교), 정미애(템플대학교),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현대송(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배성동(명지대학교),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김용복(경남대학교), 양기호(성공회대학교), 남창희(인하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어수영(이화여자대학교), 유의상(동북아역사재단), 유지아(중앙대학교),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JPI 정책간담회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이종은(국민대학교), 이철순(부산대학교), 전진호(광운대학교)

일시 2015년 7월 31일(금), 10:30-12:00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한의석(성신여자대학교)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주제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제1세션]“한국의 일본연구 50년: 과제와 전망”
남기정(서울대학교)“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이중과제’
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주요참가자

이면우(세종연구소)“한국에서의 일본정치 연구: 과제와 전망”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황병무(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제2세션]“한국의 대일정책: 현 단계의 과제와 전망”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 국제체제 속의 대일외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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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경남대학교)“통일 프로세스와 대일 협력 과제”
양기호(성공회대학교)“역사인식 문제 극복을 위한 과제”

발표주제
황병무(국방대학교 명예교수)“북한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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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현안 토론회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15:00-17:00

일시 2015년 11월 5일(목), 09:30-15: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주제 아베 담화와 그 후를 생각한다

주제 그린 데탕트 실천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주요 참가자

주요 참가자

KOBAYASHI Somei(일본대학교), 강명세(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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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석(제주국제연구센터 소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정윤(제주국립기상연구소), 박철홍(제주국립기상연구소), 성인철(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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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한국경제연구원), 김미자(경북대학교), 강동완(동아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손기웅(통일연구원), 김직수(통일연구원)

KOBAYASHI Somei(일본대학교)“아베 담화와 그 후를 생각하다”
발표주제
[제1회의]“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남북 및 동북 공동체를 위한 조건과 과제”

2015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제2회의]“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남북 및 동북아 기상협력방안”

일시 2015년 10월 29일(목), 14:00-18:00
장소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제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 광복 70주년 세미나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허향진(제주대학교 총장), 윤덕민(국립외교원장)
홍재형(前 통일교육원장), 장원석(제주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강근형(제주대학교), 강병철(충남대학교), 강경희(제주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변종헌(제주대학교), 김성준(제주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양길현(제주대학교)
강명세(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세종연구소), 김진호(제주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한반도 평화통일과 주변국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한국 주도 다자안보협력의 국제적 지지 획득 방안”
강근형(제주대학교), 강병철(충남대학교)“일본 아베정부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대응”
[제2세션]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의 전략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양길현(제주대학교)“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성과와 미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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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MOU 체결 및 기념워크숍

제주평화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공동워크숍

일시 2015년 11월 12일(목), 14:30-17:00

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11:00-12: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주제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

주제 지자체 단위의 남북 교류협력 지원방안 모색

주요 참가자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최진욱(통일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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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김수암(통일연구원)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임준범(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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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통일연구원),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김갑식(통일연구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병곤(통일연구원), 홍민(통일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발표자 및 발표주제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동서독 통일에서 2+4 조약의 의미”
김상기(통일연구원)“동아사아의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과제”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의 투코리아 전략과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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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교류협회 공동학술회의

2015 제주평화연구원 학술워크숍

일시 2015년 12월 15일(목), 14:00-17:00

일시 2015년 12월 21일(월), 14:00-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국제안보교류협회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2015 글로벌 안보이슈: 회고 및 전망

주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주요 참가자
최용림(국제안보교류협회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고선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경(국제안보교류협회), 김현욱(국립외교연구원), 마상윤(카톨릭대학교)
박대섭(국제안보교류협회), 박창건(국민대학교), 신범식(서울대학교)
양영모(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윤익중(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정재흥(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재우(경희대학교),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김광우(국제안보교류협회)
정순홍(국제안보교류협회), 김혜련(국제안보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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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가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우준모(선문대학교), 박상현(한국국방연구원), 제성훈(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우준모(선문대학교)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지방정부의 역할”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한국 외교정책과 여론의 반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2015년 안보이슈 회고(美 국내외 테러문제, 사이버안보 등), 2016년 안보 이슈 전망”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2015년 안보이슈 회고(美日안보가이드라인, 안보법제 등), 2016년 안보 이슈 전망”
정재흥(경남대학교)
“2015년 안보이슈 회고(軍개혁, 국가안보법, 習馬회의 등), 2016년 안보 이슈 전망”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2015년 안보이슈 회고(파리 테러, 대규모 난민 위기 등), 2016년 안보 이슈 전망”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5년 안보이슈 회고(8.25 합의 등 남북관계 및 북한), 2016년 안보 이슈 전망”

39
39

40 Jeju Peace Institute

Annual Report 2015

2015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41

국제학술회의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U센터-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5년 2월 9일(월)~10일(화), 09: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U센터
주제 EU-Asia Cooperation on Peace and Security in Evolving World
발표자 및 발표주제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박 진(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現 한국외대 EU센터 석좌교수)
Tomasz WIERBOWSKI(주한 EU 대사), 김시홍(한국외대 EU센터)
TOSHIRO Tanaka(게이오대), C-M LIANG(푸젠대), Martin HOLLAND(켄터베리대)
YEO Lay Hwee(난양 공대), Bruce WILSON(RMIT), Jui-Chung KAO(국립가오슝 해양대)
SHINSUKE Satsuma(와세다대), 이무성(명지대), Chwen-Wen CHEN(국립대만대)
MASAHIKO Yoshii(고베대), Paulo Canelas de CASTRO(마타오대)
Meng-Hsuan CHOU(난양공대), 이재승(고려대), YASUNORI Hanamatsu(큐슈대)

[Session 1]“EU-Asia Cooperation in a Multilateral Persrective”
온대원(HUFS-HRI EU Centre)“The Future of Trans-Atlantic Security Cooperation:
Implic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the Pacific Asia”
C-M LIANG(Fu Jen University)“The EU-China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 and Security”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Multiateral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for Cooperative Integration or Membership Game”
[Session 2]“Maritime Security and Territorial Conflicts”
Jui-Chung KAO(National Kaoshing Marutime Univerisity)“Study on Crisis Management
of Emergency Logistics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Search and Rescue Mechanism:

김은경(한국여성개발원), Rui FLORES(마카오대), MACHIKO Hachiya(큐수대)

Take the European Union as an Example”

박인수(영남대), Efstratios POURZITAKIS(홍콩침례대), 문여정(부산대)

SHINSUKE Satsuma(Waseda University)“European Privateering and Southeast Asian?

CHIKAKO Ozu(큐슈대), 박성훈(고려대), 김봉철(한국외대),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Pirac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Pluder and Maritime Security in a Comparative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Historical Perspective”
이무성(명지대학교)“EU, Regional Integration and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s”
[Session 3]“Issues on Energy, Migration, Human Securities”
Meng-Hsuan CHO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Balancing Security, Migration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EU and China”
이재성(고려대학교)“Energy Security in EU and East Asia”
YASUNORI Hanamatsu(Kyushu University)“Integration of a Border Region in Asia:
Border Tourism and Martime Security between Tsushima and Busan”
김경은(한국여성개발원)“Thinking about the Role of EU for Promoting Human Security:
Focused on the Gender Equalit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ession 4]“Diverse Issue of EU-Asia Relations”
Efstratios POURZITAKIS(Hongkong Baptist University)“Energy Security Strategy in Times
of Crisis: The EU Response to the 2014 Russia-Ukraine Gas Dispute”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New Strategy for EU-Northeast Asia Cooperation in
Multilayere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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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여정(부산대학교)“Inequality, Integr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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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Monetary Union(EMU)-An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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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이버안보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5년 5월 8일(금), 13:00-17: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Identifying and Sharing Best Practices for Cyber Security
주요 참가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Tim MAURER(New America Foundation), 장노순(한라대학교)
Chris SPIRITO(MITRE corporation)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Tim MAURER(New America Foundation)“Dealing with North Korean Cyber Threats”

[제2세션]“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성원용(인천대학교)“Eurasia Initiative and Geopolitics of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ITC): Illusions and Reality”
Tagir KHUZIYTOV(FEFU)“Connecting the Northeast Asia Countries: Issues of
Transport System Development in the GTI Region”

[제2세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with the Connection

Chris SPIRITO(MITRE Corporation)“Best Practices for Safeguarding Key Infrastructure”

of TKR-TSR”
[제3세션]“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

JPI-FEFU-SNUAC-MOFA 공동주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회의
일시 2015년 7월 15일(수), 09:00-20:30
장소 Hilltop‘Sopka’
(
) Conference Hall,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Vladivostok, Russia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극동연방대학교(FEFU),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 외교부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South Korea’
s Energy Security Matters”
남영호(신한대학교)“Under-Urbanization i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Sergei SEVASTIANOV(FEFU)“Russia’
s Oil and Gas Projects in Northeast Asia at
Times of Low Hydrocarbon Prices”

주제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Vladimir KURILOV(Vice-Rector, FEFU)
Alexander FEDOROVSKIY(Head of Section of the Asia-Pacific Region Problems, IMEMO)
고상두(연세대학교), Andrey GUBIN(FEFU),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윤익중(한림대학교 대학원), 신범식(서울대학교), 성원용(인천대학교)
Tagir KHUZIYATOV(FEFU),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Artyom LUKIN(FEFU)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남영호(신한대학교), Sergei SEVASTIANOV(FEFU)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Nuclear Energy and Nuclear Safety”
Andrey GUBIN(FEFU)“Russian Initiatives in Nuclear Energy within the Asia Pacific”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Northeast Asia Nuclear Energy Cooperation: The Case for
Russia-South Korea Partnership”
윤익중(한림대학교 대학원)“New Developments of Russo-North Korean Rel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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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ssian Fa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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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일시 2015년 9월 9일(수), 09:15-19: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주제 Identifying and Sharing Best Practices for Cyber Security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Lars-André RICHTER(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장)
박 진(아시아미래연구원장), Stefan WOLLE(GDR Museum Berlin)

박상봉(前 통일교육원장),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Sören KITTEL(Journalist)
손기웅(통일연구원), 양창석(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박은진(국립생태원)
Dorjraa MUNKHTUR(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ongolia)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강명세(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Session 2]“Cooperation for Trust-Building”
양창석(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Further Special Administrative Industrial Regions, Kaesong as a Role Model”
박은진(국립생태원)
“DMZ World Eco-Peace Park and Transboundary Conservation as a Start
of Cooperation, Peace and Exchange”
Dorjraa MUNKHTUR(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ongolia)

발표자 및 발표주제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n Northeast Asia”

[Session 1]“Lessons from the Past for Unification”
Stefan WOLLE(GDR Museum Berlin)
“Two-States - One Nation?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Years of the Cold War”
박상봉(前 통일연구원장)
“How to Keep the Willingness of South Korea’
s Society for Unification”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해외학자 방문 세미나
일시 2015년 9월 17일(목), 14: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Memory Wars in East Asia: Pluralistic Memories in Japan

“The Characteristics of a Development of the DMZ to a Symbol of Ecology, Prosperity
and Peace”

주요 참가자
Kenneth J. RUOFF(Portland State University), 강명세(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세종연구소)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Kenneth J. RUOFF(Portland State University)
“Memory Wars in East Asia: Pluralistic Memor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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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중동 협력포럼

[Session 2]“Economic Cooperation: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일시 2015년 10월 26일(월), 09:30-17:40

이권형(대외정책경제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

장소 서울 롯데호텔

“Expanding Korea-Middle East Economic Cooperation in Time of Falling Oil Prices:

주최 제주평화연구원(JPI),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아랍사상포럼(ATF)

with a Focus on Financial Cooperation”

주제	평화, 번영과 사람을 위한 파트너십: 더 넓어지는 한-중동협력의 지평(Partnership

문주영(서울대학교병원 행정처장 / 국제사업국장)

for Peace, Prosperity and People: Expanding the Horizons of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김인출(한국아랍소사이어티 회장)
Nabil SHARIF(Former Minister of Public Information in Jordan / Chairman Imdad
Media Center Jordan), 윤병세(외교부 장관), 최성주(외교부 평가담당대사)
Ayman Al-Mufleh(Secretary-General of Jordan Hashemite Charity Organization)

Matthieu REY(Department Chair of Colllège de France)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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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Energy; A Smart Collaboration in Healthcare”
[Session 3]“Building a Better Future for All”
Hana Al-Gallal(Former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Expanding Women’
s Rights”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in Korea”
Nabil Sharif(Chairman of Imdad Media Centre)
“Youth Unemployment in the Middle East”

Yasser Morad(Assistant Foreign Minister for As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wad ANANI(Upper House of Parliament, Jordan)
송영훈(강원대학교), Inaam Mahdi Ali AlSalman(Professor of Baghdad University)
Jawad ANANI(Upper House of Parliament),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
문주영(서울대학교병원 행정처장 / 국제사업국장), 최두열(한국기술대학교)
Mahmoud A. M. al-Qaysi(Professor of Baghdad University)
장철복(스탠다드차다드은행), Omar Al-Nahar(Ambassador of Jordan to Korea)
Hana Al-Gallal(Former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엄익란(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Humaid AL-Hammadi(Chairman of the UAE-Korea Friendship Society)
Sara Abushamaleh(Graduate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용칠(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발표자 및 발표주제
[Session 1]“Regional Challenges: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yman Al-Mufleh(Secretary-General of Jordan Hashemite Charity Organization)
“Ending the Refugee Crisis”

Matthieu REY(Department Chair of Colllège de France)

“Asia facing the Syrian Crisis: New Actors and New Practices”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The Iran Nucler Deal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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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09:30-17:30

[제1세션]“The Helsinki Process and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Pascal VENESSON(Nanyang Tech Univ.), Nicola CASARINI(EUISI),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유럽학회
주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헬싱키 의정서 40주년의 교훈
주요 참가자

[제2세션]“The Helsinki Process and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Luc REYCHLER(University of Leuven), Andrei LANKOV(국민대),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제3세션]“Evaluation and Lessons of the Helsinki Final Act”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이승근(한국유럽학회장)

Nicolas BADALASSI(Université de Bretagne-Sud)

John J. MARESCA(US Ambassador and Chief Negotiator of the Charter of Paris of 1990)

Sarah B. SNYDER(American University), 정은숙(세종연구소)

주철기(前 외교안보수석), 김시홍(한국외국어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이무성(명지대학교), 조한범(통일연구원), Scott SNYDER(CFR), 이규영(서강대학교)
Luc REYCHLER(University of Leuven), Andrei LANKOV(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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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The Helsinki Proces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cott SNYDER(CFR), Peter Van NESS(ANU), 홍기준(경희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조윤영(중앙대학교), 김남국(고려대학교)
Nicola CASARINI(EUISI), 류현석(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라종일(한양대학교)
Nicolas BADALASSI(Université de Bretagne-Sud)

Sarah B. SNYDER(American University), 정은숙(세종연구소)
남정호(중앙일보), Luc REYCHLER(University of Leuven)
신상협(경희대학교), Peter Van NESS(ANU), 홍기준(경희대학교)
Pascal VENESSON(Nanyang Tech University), 이동선(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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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

노르웨이

국
 제평화연구소(PRI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NUPI:

대만

대
 만 국립정치대학 내 국제관계연구소 / 대만 국방대학교 정전학원 / 대만 중앙연구원

색함과 동시에 제주프로세스 사업 및 제주포럼을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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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기관

Norsk Utenrikspolitisk Institute)

아태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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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
 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러시아

고
 르바초프 재단 / 러시아 국책연구소 /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 및 국제학부 /
Institute of Raf Eastern Studies /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말레이시아

국
 제전략학연구원(ISIS Malaysia: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미국

미
 국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APCSS: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 East West Center)

미얀마

양
 곤 경제연구소(Yangon Economic Institute)

벨기에

국
 제평화연구학회(IPR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 국제안보정보서비스(ISIS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스위스

세
 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사무국 / 유엔훈련조사연수원(UNITAR) 제네바 본부 / 제네
바안보정책센터(GCSP: Geneva Centre for Security Policy)

스웨덴

스
 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안보개발정책
연구소(ISDN: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 스웨덴연구원 (SI: Svenska Institute)

싱가포르

국
 립 난양이공대학교 내 S. Rajaratnam 국제대학원 / 국립싱가포르대학교 내 동남아연구소
(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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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국
 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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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Arab Thought Forum

중국

보
 아오 포럼 사무국 / 중국국제학연구소 /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 상하이 국제문제연
구소 / 상하이국제우호연락회 /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 하얼빈 사회과학원 / UNDP
두만사무국 / 텐진사회과학원 / 중국국제관계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 중국극지조사연
구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 환구상연맹

체코

P
 rague Security Studies Institute(PSSI) 프라하안보학연구소

카타르

부
 르킹스 도하센터(Brookings Doha Center) / 알자지라 학술연구소(Al Jazeera Center for Studies)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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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동
 아시아포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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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주요기관

동남아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연구원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 세종연구소 /
선거연수원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 아산정책연구원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 통일교육원 /
통일연구원 / 통일정책연구협의회 / 한국국제정치학회 / 한국슬라브학회 / 한국아랍소사이어티 /
한국유럽학회 / 한국정치학회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 현대일본학회 / 21세기 정치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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