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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설립 이래로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확장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상시화되고 지구화된 오늘의 현실은 저희 연구원에게 커다란 

자극이고,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전통적인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난민 문제나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하여 각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번영에 관한 담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비록 작은 규모로 출발하였지만, 차별화된 연구, 활발한 출판사업,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한경비즈니스의 싱크탱크 조사에서 우리나라 9위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참고하고자 연차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그동안 

제주평화연구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우리 연구원의 활동과 사업을 

알려드리고 객관적인 평가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또다시 알찬 연구와 보람 있는 활동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제주평화연구원장   서 정 하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았습니다.‘지정학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유행이 될 정도로 주요국들의 관계는 악화하였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과 불안한 정세는 테러와 난민을 양산하여 중동과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가져올 

브렉시트 결정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은 중동과 아프리카發 테러와 

난민 위기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 발생, 난민 위기, 브렉시트 결정,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 일련의 국제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2017년은 불확실성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핵 문제에서 THAAD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외교적, 

안보적 난제들이 있어서 2017년이 특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불안감이 가중되는 이러한 때일수록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이론과 정책을 

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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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02.28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03.10  국제평화재단 제1차 이사회 개최

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09.21~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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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워크숍: 동해표기확산전략 

11.30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06.17~08.26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숍(1차/2차)

07.17~11.29  제주프로세스 워크숍(1차/2차)

08.29  제주평화연구원 안보 전문가 워크숍

10.06  한태규 초대 원장 취임

10.17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3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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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23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06.17~18  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06.24~2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7.16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08.18  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청 공동세미나: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08.31  제주평화연구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 공동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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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04.29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공동세미나

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06.22~23  글로벌시대의 한국-몽골 협력 방안 세미나

07.15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07.22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7.28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09.30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0.06  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13~14  제8차 한-중동 협력 포럼

11.18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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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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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대토론회

03.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세미나

05.31~6.2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06.12~13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정보센터 국제학술회의

06.28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SSK 연구팀 공동학술회의

07.13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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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9.20  제7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15  문태영 제3대 원장 취임

10.26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0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18  제9차 한-중동 협력 포럼

11.29  제주평화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2.11  제주평화연구원-국립 싱가포르대학교 S.Rajaratnam 국제대학원 공동세미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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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제주평화연구원-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워크숍

03.2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JPI 정책포럼] 기획세미나

04.17  제주평화연구원-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05.02~04 제주평화연구원-국립외교원 공동학술회의

06.13  제2차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콜로키움

10.04  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MOU 체결 기념학술회의

10.22~23  제10차 한-중동협력포럼

10.29~30  제8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5~16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주관 2013 동아시아 UN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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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 공동학술회의 

03.2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8주년 기념 세미나

04.09  3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4.11  4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7.04  제주평화연구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세미나

07.17  통일교육원(통일미래지도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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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한국국제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07  세종대학교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14  서울대학교 SSK 연구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21~22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2.09~10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U센터-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2.25  제주평화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 공동워크숍

03.1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 세미나

05.08  한미 사이버안보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

06.19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

07.08  통일부장관 초청 JPI 정책간담회

2013

2016

2015

2014

07.15  JPI-FEFU-SNUAC-MOFA 공동주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회의

07.31  JPI 정책간담회

08.24  한일관계 현안 토론회 

09.09  제10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9.17  해외학자 방문 세미나

10.26  제12차 한-중동 협력포럼

10.29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05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1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MOU 체결식 및 기념워크숍

11.19  JPI-육아정책연구소 공동워크숍

11.27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공동학술회의

12.15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교류협회 공동학술회의

12.21  2015 제주평화연구원 학술워크숍

02.15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공동정책 세미나

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03.3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제주대학교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특강

04.0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주최 간담회

04.20  Uzbek-Korean Bilateral Seminar

05.31  제1회 제주평화연구원-이란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공동회의

06.09  2016 제주평화연구원 학술 세미나

08.23~25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08.23~25  Jeju Symposium for Promoting Renewable Energy in Japan and Korea

09.22  제1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07  2016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0.20~2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0.28  제주평화연구원-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06~07  제13차 한-중동 협력포럼

11.09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워크숍

11.18  JPI 해외학자 간담회

11.21  서정하 제5대 원장 취임 

12.02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외 공동학술회의 (“2016 한국유럽학회 연례학술회의”)

12.22  제주평화연구원-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Annual Report 2016 제주평화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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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추진전략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 및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구심체로서 설립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정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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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 

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평화교류 및 네트 

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특화된 연구기관,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와 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원 역할의 성공적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출연 연구기관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거대 탐구의 장)

동북아 평화·안보· 
경제통합 추진동력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다자협력 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특화와 역내 평화 확산과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비영리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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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취지

정체성

12 13

 평화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강화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 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대내외 소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제 유지

 개별 연구진의 독립적 연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 · 학술회의 · 네트워킹의 삼위일체화로 효율적 연구 성과 구축 및 활용

 기금규모 확대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탁용역사업 확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연구

탄력적 연구연계 
체제 구축

안정적 
연구여건 제공

01

02

03

중기

동아시아 평화논의의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단기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장기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연구

국내외 학술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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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감사담당관

연구실

연구실

국제교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출간

학술회의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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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제주를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부응하여 제주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확보

  실효성있는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북미, 유럽의 대표적 평화 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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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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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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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역통합연구부 

연구지원팀

회의팀

기획팀

행정팀

기획섭외팀

행정지원팀

평화협력연구부

분쟁해결연구부

전문성 강화 및 특화로 소수 정예화를 추구하며, 독자성과 창의성으로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를 창출

연구원
조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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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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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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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의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실

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

대화의 기반을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다자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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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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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환

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대외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온라인·오프라인 출간물로 발행·배

포하고 있다.

JPI Pea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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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해외 및 국내 학자들의 글로벌한 1.5 트랙 온라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평화를 확립시키고 평화담론의 거

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평

화 담론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JPI 정책간담회

 ‘JPI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정치 및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부 및 지방 단체의 최신 이슈 및 정책 포커스에 대

하여 자유롭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정

치 및 국내정치 미래 어젠다를 개발하고 있다.

시기 제목 주요내용

1991.4.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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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4.16∼17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제안

1996.6.22∼23 한·일 정상회담 한·일 파트너십 관계강화 계기가 됨

1997.9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선포제시

김대중 후보의 ‘세계평화의 섬’ 대선공약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반영함

1999.12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 조항 신설

  ‘세계평화의 섬’(제9장) 관련 ‘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제51

조 1항)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조항 등(제52조 

2항, 제53조 3항) 신설

2000.9.12 남북특사회담 남북회담의 중심지로 부상

2001.6.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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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2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2004.7.21∼22 한·일 정상회담
한·일 관계 증진과 북핵 6자 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 논의

2005.6.09∼11 제3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2006.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설립목표: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등 관련 특화된 연구 수행(비영리 민간연구기관)

2007.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주프로세스 촉구한 제주선언문 채택

2009.6.01∼02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아세안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구축 논의

2009.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주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2010.5.29∼30 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 정세와 동아시아 협력

2011.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2.5.31∼6.2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2013.5.29∼5.31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2014.5.28∼5.30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새로운 아시아 설계

2015.5.20∼5.22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2016.5.25∼5.27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한·소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제주프로세스 출현의 구체화를 위한 여정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그리고 세계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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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1회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2001.6.15~17)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前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제2회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2003.10.30~11.1)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前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제3회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2005.6.9~11)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제4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2007.6.21~23)

 노무현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前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제5회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2009.8.11~13)

 반기문 UN 사무총장, 한승수 국무총리, 존 하워드 前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제6회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2011.5.27~29)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前 필리핀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자오지청 중국 인민정치협상

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제7회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2012.5.31~6.2)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키스스탄 총리, 폴 키팅 前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

무총장 등 36개국 3,148명 참석

제8회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2013.5.29 ~31)

  정홍원 국무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등 

49개국 3,672명 참석

제9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2014.5.28∼30)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 리자오싱 前 중국 외무부 장

관 등 58개국 3,734명 참석

제10회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2015.5.20∼22)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독일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쿠다 야스

오 前 일본 총리, 존 하워드 前 호주 총리, 조 클라크 前 캐나다 총리, 리샤오린 중국인민대

외우호협회 회장 등 62개국 3,788명 참석

제11회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2016.5.25~2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 마하티

르 모하맛 前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 前  뉴질랜드 총리, 고촉통 前 싱가포르 총리, 엔리코 

레타 前 이탈리아 총리, 홍용표 통일부장관, 조 케저 지멘스 회장, J.B. 스트라우벨 테슬라 모

터스 공동창업자, 요한 갈퉁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 창설자 등 68개국 7,436명 참석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

표적인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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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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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2017년	5월	31일~6월	2일

주제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제12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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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결과

행사 개요

통일부장관 주최 환영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5일 18:30-19:40, 이벤트홀

 프로그램 만찬사 홍용표(통일부장관)

 건배 제의 반기문(유엔 사무총장), 나경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공연 손수경(바이올리니스트)

 참석자 830여 명

오프닝 공연

 일시 및 장소 5월 25일 20:00-21:40, 탐라홀

 공연  폴 포츠(오페라 가수), 인순이(가수), 제주도립 서귀포 

합창단, 소리풍경 어린이 합창단

 참석자 2,500여 명

VIP 오찬

 일시 및 장소 5월 26일 13:00-14:00, 오션뷰

 프로그램 환영사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참석자  반기문(유엔 사무총장), 무라야마 도미이치(前 일본 총

리), 마하티르 모하맛(前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前 

뉴질랜드 총리), 고촉통(前 싱가포르 총리), 엔리코 레

타(前 이탈리아 총리), 이홍구(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공로명(동아시아재단 이

사장), 홍석현(중앙일보, JTBC 회장), 문태영(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임성남(외교부 제1차관) 등

한중일 기업인 교류회 오찬

 일시 및 장소 5월 26일 13:00-14:00, 한라홀

 프로그램 축사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참석자 240여 명

조직위원장 주최 공식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6일 19:00-20:20, 한라홀 B, C

 프로그램 만찬사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건배 제의 무라야마 도미이치(前 일본 총리)

 공연 사우스카니발(제주 스카밴드)

 참석자 850여 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일시 및 장소 5월 27일 19:00-20:20, 탐라홀

 프로그램 폐회사 문태영(제주포럼 집행위원장)

 만찬사 김한욱(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건배 제의 짐 볼저(前 뉴질랜드 총리)

 공연 샤인(전자현악팀)

 참석자 600여 명

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일시 2016년 5월 25일(수)~5월 27일(금)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외교원,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연수센터, 국제개발협력학회, 싱가포르 난양공대, 뉴욕 뉴스쿨, 일본 타마대학, 

대한국제법학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빅뱅엔젤스, 세종연구소, 월드컬쳐오

픈, 유엔거버넌스센터, 유엔협회세계연맹,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인간개발연구원, 제주세계

자연유산센터,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조류학회,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한중지역경제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행정연구원, 아시아태평양

리더십네트워크, KB국민은행, 대한항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라산소주

  제11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2016년 5월 25일부터 27일 역대 최대 규모로 68개국, 42개 기

관, 7,4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제주포럼은 그동안 국제적인 종합포럼으로 

발전해오면서“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

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고

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등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와 학계, 문화계, IT 업계, 

여성계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조 케저 지멘스 회장, J.B. 스트라우벨 테슬라 모터스 공동창업자, 요한 갈퉁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 창설자 등의 세계 여러 국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에서 개최되어 개회식, 세계지도자 세션, 특별 세션

과 60여 개의 동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400여 명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평화(외

교·안보), 번영(경제·경영), 지속가능성(환경·기후변화), 다양성(여성·교육·문화), 글로벌 제주 등의 

이슈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

결같은 목소리로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역사, 영토 문제 등 역내갈등을 상호 이해와 신

뢰의 바탕 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지혜와 해법을 담은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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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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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평화연구원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연구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구분 사업명 연구진 기간 비고

자체

연구과제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공동연구 2016.1~12 공동연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과 한계
이성우 2016.1~12 개인연구

해양환경협력: 성공사례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의 합의 한인택 2016.1~12 개인연구

 ‘동반자관계(Partnership)’외교 연구 도종윤 2016.1~12 개인연구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제13차 한·중동협력포럼

(The 13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한인택 2016.10~12

제기기관
: 외교부

정책공공외교 목표 및 주요국·지역별 전략과 과제 한인택 2016.9~2017.1
제기기관
: 외교부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냉전이 끝나고 유럽과 동남아에서 새로운 평화의 개념이 등장했고, 새로운 평화의 개념에

는 국가안보,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환경안보가 포함되었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

법도 군사력 대신 대화와 협력이 강조되었다.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평화와 협력에 관련한 인식을 분석해 왔다. 구체적으

로 2016년 연구에서는 국제정치에서 평화인식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탈냉전 이

후의 평화 인식의 추이를 파악하여 동북아에서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 새로운 평화의 개념 

의 수용 및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

한 기존의 분석들이 여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

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존 분석의 대안으로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

는 스키마이론(schema theory)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

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통하여 사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서자료의 분석에 특화된 KH Cod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주포럼의 결과를 분석 

하여, 제주포럼의 참석자들이 평화와 협력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의 공통성과 상이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즉 국제적으로 평화와 협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자국과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

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인식이 전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이다.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

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은 주권과 외교에 관련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

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정부

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현재의 추세이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중앙정부의 전략은 국익을 확대하고 보전하는데 효과적인 대

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직접 표

명하기 어려운 정책적 대안을 표명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영토주

권 확보에 유리한 정책수단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대책을 강

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영유권 분쟁에 관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푸시아이넨

(Pursianinen)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국가의 도구로써 지방의 모델을 이용하여 독도와 이

어도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현황

자체연구과제



26 27Annual Report 2016 2016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해양환경협력: 성공사례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의 합의

해양환경 분야에는 해양오염이나 방사능 누출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협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신뢰가 구축되어 해양

경계나 자원개발 등 갈등의 소지가 많은 문제에서도 협력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다

자안보협력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중해 실천계획(MAP)과 동남아 지역의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해양협

력의 결과로 참여국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신뢰도 어느 정도 축

적되어 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참여국 간‘경성’안보협력이 가

능해지거나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지중해 실천계획(MAP)은 중견국이 아니

라 패권국이 초기에 협력을 주도하였으며, 추후 해양환경협력의 성공이 참여국 간의 경성 

안보협력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동북아의 NOWPAP이 동남아의 EASAP 

보다 더 잘 발달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동남아지역협력체인 ASEAN과 EASAP이 경

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된 논의에서 상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환경협력과 다자안보협력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경합적인지도 모른다.

 ‘동반자관계(Partnership)’외교 연구

사전적(辭典的) 의미로‘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관련 행위자들이 상호이익을 위하

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이뤄진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관계는 뚜렷한 실

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치인들의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있어 시간의 흐름, 국제

적 돌발 사건의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다. 본 연구는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간 정상회담 및 주요 조약을 검토하여 

각종 동반자관계의 일반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 검토되는 각종 동

반자관계에 관한 텍스트는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접

근하며, 연구의 효용성과 편의를 위하여‘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

(CAQDAS)’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의 막연한 수사적 접근을 벗어

나서, 자료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단어에 근거한 국가별 응집성과 일관성까지 대별해 볼 수 있는 해석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성과는 국제정치에서 드러나는 ‘동반자관계’의 개념 및 원리

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외교의 양자적, 다자적 관계 형성에

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3차 한-중동 협력포럼(The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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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학술회의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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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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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중

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

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12회의 한- 중동 협

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 중동 관계와 관련

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제13차 한-중동 협력포럼은 외교부 주관 하에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제주평화연구

원(JPI), 쿠웨이트 전략연구외교센터(DCSS)의 공동주최로 쿠웨이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중동의 변화, 한- 중동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토

의가 진행되었다.‘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지속적 동반자(Towards an Enduring Partnership 

for a Shared Future)’라는 대주제 아래‘관여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정착’,‘한-중동 경제

협력을 통한 상생기반 구축’,‘한-중동 교육 문화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건

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책공공외교 목표 및 주요국·지역별 전략과 과제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 수탁연구사업으로 약 4개월간(2016.9~2017.1)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공공외교는‘새로운’외교이다. 전통적인 외교의 대상이‘고관대작’이었다면, 공공

외교에서의 외교의 대상은 상대국의‘일반국민’이기 때문이다. 

공공외교 중 정책공공외교는‘우리의 정책에 대한 상대국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여, 상대국 정부가 우리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여론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외교’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때‘정책’공공외교는 공공외교 중에서도 가장 새로운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외교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공공외교도 상당 기간 수행하여 왔지만, 공공외교의 포커스를 명시적으로‘정책’에 맞추고 

주무조직까지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책공공외교가 이처럼 새로운 외교이고 주무조직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공공외교 중에서 경험과 지식이 가장 부족한 공공외교이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

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1) 정책공공외교

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고, (2) 주요 국가, 지

역 분야에서 정책공공외교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개발하였다.

수탁과제



제13차 한-중동 협력포럼
일시: 2016년 11월 6(일) ~ 7일(월)

장소: 쿠웨이트 마리나 호텔

주제:   함께 하는 미래를 위한 지속적 동반자

(Towards an Enduring Partnership for a

        Shared Future)

주요 참가자 
● 한국측

  김형진(외교부 차관보),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장), 손세주(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신

봉길(연세대 객원교수 / 전 주요르단 한국대사), 

이광일(코트라지역본부장), 서정민(한국외국어

대),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여 명

● 중동측

  Abdullah Y. Beshara(쿠웨이트 전략연구외교

센터소장), Khaled Sulaiman Al-Jarallah(쿠웨

이트 외교부 차관보), Reyad Yassin(주 프랑

스 예멘대사 / 예멘 前 외교부장관), Ahmed 

Kamel El-Behery (이집트 알아흐람정치전

략연구소 연구원), Mazen Shamiya(팔레스타

인 외교부 아시아국 차관보), Ashraf Abdul 

Aziz(이집트 전략연구소 카이로지역 소장),  

Mustafa Al Sayed (바레인 왕립자선재단 사

무총장), Suliman Al Shaheen (쿠웨이트 전 

외교특임장관), Jasim Beshara(쿠웨이트 석

유전문가), Humaid Al-Hammadi (한-UAE친

선협회장) 외 10개국 80 여명

주요 세션 

제1세션 “관여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정착”

제2세션“한-중동 경제협력을 통한 상생기반 구축”

제3세션 “한-중동 교육·문화협력의 미”

28 29Annual Report 2016 2016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30 31Annual Report 2016 2016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JPI Research Project)

JPI Research Project 23(2016-01)

해양환경협력 : 성공사례와 동북아평화협

력구상에의 함의

Ⅰ. 새로운 평화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동북아

Ⅱ. 왜 해양환경협력인가?

Ⅲ.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지중해 실천계획

(Mediterranean Action Plan : MAP)

Ⅳ.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

획(EASAP)과 북대서양 실천계획(NOWPAP)

V.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주는 함의

V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가정과 현실  

JPI Research Project 24(2016-02)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논의

Ⅲ.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의 복잡성

Ⅳ. 영토 문제의 대안적 접근 : 지방정부의 역할

V. 결론 : 영토 문제는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JPI Research Project 25(2016-03)

동반자관계(Partnership) 외교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방법

Ⅲ. 한국과 관련국들의 주요 문서에 근거한 

    동반자관계 

Ⅳ. 맺음말 

정기간행물

JPI 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JPI 정책포럼

No. 제  목 저  자

1 파트너쉽(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이무성(명지대학교)

2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방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3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 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4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신종호(통일연구원)

5 북한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 극장국가의 심리적 정치적 효과 한병진(계명대학교)

6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합의: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 
신기영(오차노미즈 여자대학)

7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 관계 황지환(서울시립대학교)

8
동서독 통일에서 ‘독일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2+4조약)’의 의미: 

독일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9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발간물 배포현황(2016년 12월 기준)

-JPI 정책포럼 :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780여 명 대상 우편 발송 및 10,000여 명 대상 전자메일 발송

-JPI PeaceNet : 국내외 정치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 10,000여 명 대상 전자메일 발송

JPI PeaceNet 발간 현황(온라인 국·영문 배포)

JPI PeaceNet

No. 제  목 저  자

1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 前 국정원 제1차장)

2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방향성: 2007-2014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3 난민 위기의 현황과 과제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4 김정은 인민중시정책의 표리부동(表裏不同)에 대한 대응방향 방호엽(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5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 전망과 한계 이종서(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
(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7

2016 JPI PeaceNet 시리즈: 2016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16년 온라인으로 발간된 원고를 국·영문 

합본 형식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제1부 주변국관계와 한국 외교

제2부 북핵과 사드 문제

제3부 통일과 남북한

제4부 새로운 이슈, 새로운 과제

제5부 제주와 세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8

2016 JPI 정책포럼 시리즈: 2016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2016년 오프라인으로 발간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엮었다.

제1부 주변국관계와 한국 외교 

제2부 통일과 남북관계

제3부 새로운 이슈, 새로운 외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9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2016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과제로서 아래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 도종윤 “국제정치에서 평화인식의 변화 :        

                 고전적 평화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거쳐 생명의 정치까지” 

제2장 이성우“여론과 통일정책 :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통일관 분석”

제3장 한인택“제주포럼을 통해 본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역내 엘리트의 인식”

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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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No. 제  목 저  자

6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3단계 방안을 제안한다 곽태환(前 통일연구원 원장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7 Does THAAD Pose a Threat to China?
WOO Jung-yeop(Washington, D.C. Office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8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 Not a Threat to 

China?

CAO Shigong(Korean Peninsula Research Society, 

Chinese Association of Asia-Pacific Studies)

9 THAAD Deployment: A Chinese Perspective
ZHENG Jiyong(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in Shanghai)

10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11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일본 보수세력의 반발과 한일관계의 과

제
고선규(선거연수원)

12 이란 선거의 평가 : 기대와 불안 유흥태(University of London)

13 비핵화, 평화협정'병행 추진의 전략적 의미 황병무(국방대학교 명예교수)

14 미얀마의 지체된 민주화와 섭정통치 신재혁(고려대학교)

15 공포정치와 북한엘리트 한병진(계명대학교)

16 2016 동아시아 영유권 갈등의 전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7 트럼프의 경제적 국수주의와 한미관계의 미래 우정엽(아산정책연구소 워싱턴사무소장)

18 남북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외교의 과제 허태회(선문대학교 /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9 대북‘포괄적 제재’이후의 조건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20 Peace, Another Name for Jeju Intaek HAN(Jeju Peace Institute)

21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무라야마 도미이치(前 일본 총리)

22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Enrico LETTA(前 이탈리아 총리)

23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Jim BOLGER(前 뉴질랜드 총리)

24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고촉통(前 뉴질랜드 총리)

25 유럽연합 반(反)테러리즘의 제도적 기초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26 한-이란 관계의 새로운 장
Ziba FARZINNIA

(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동아시아 연구부장)

27 한-이란 협력의 잠재성과 기회
Mostafa DOLATYAR(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고문 겸 선임연구위원 / 전(前) IPIS 소장)

28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 새로운 도전국면

Fulton ARMSTRONG(아메리칸대학교 / 

동대학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Center for Latin American and Latino Studies))

JPI PeaceNet

No. 제  목 저  자

29 A New Chapter in Iran-Korea Relations
Ziba FARZINNIA(East Asia Studies Group at the 

Institute for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Iran)

30 Prospects for Iran-Korea Cooperation
Mostafa DOLATYAR(Institute for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Iran)

31
패권안정이론과 세력전이이론에 따른 동아시아 미중관계 

고찰 : 한반도 사드배치의 논리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32 공공외교 2.0을 지향하며 : 공공외교법의 발효를 계기로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33 테러의‘소프트 타겟’재외공관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34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한일 협력:

『한일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 Workshop』을 계기로
이수철(일본 메이죠대학)

35
북한 핵과 미사일이 야기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한·중 

관계 :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
김진호(단국대학교)

36 조건부 사드 배치론’, 중·러가 받아들일까? 곽태환(前 통일연구원 원장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37 사드 문제와 북중관계 김흥규(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38 북핵문제의 주요 쟁점과 제언 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39 러시아는 한국의 창조외교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고상두(연세대학교)

40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논쟁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점 신창훈(한국해양전략연구소)

41 Duterte’s Pivot to China: Realities and Interests
Aries A. ARUGAY(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n 

Diliman / Jeju Peace Institute)

42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지전략적 실체: 교통 운송 인프라 건

설 중심으로
김송죽(이화여자대학교)

43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과 동북아 국제협력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44 미국 대선의 결과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4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평화 : 평화의 2030 아젠다 포

함 과정에서의 논쟁과 그 의미
손혁상(경희대학교)

46
The Terrex Incident : Is an Asian Melian Dialogue in the 

Offing?

Bernard Fook Weng Loo(Associate Professor,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47
Cooperation’s Next Frontier :

Marine Environment in the South China Sea

Aries A. ARUGAY(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n 

Diliman / Jeju Peace Institute)

48 테렉스 사건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Bernard Fook Weng Loo(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라

자라트남국제학대학원 부교수)

 



34 35Annual Report 2016 2016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공동정책 세미나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14: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주제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전재성(서울대학교), 신욱희(서울대학교),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

신기영(오차노미즈 여자대학), 김애경(명지전문대학), 이용욱(고려대학교), 은용수(한양대학교) 

이정환(국민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조은정(서울대학교), 김지영(서울대학교), 용채영(서울대학교), 홍성표(서울대학교)

김재영(서울대학교), 박소영(고려대학교), 장지영(이화여자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김애경(명지전문대학)“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제2세션] 

김지영(서울대학교)“중국의 복합정체성과 한반도 외교정책”

[제3세션] 대학원생 패널 세미나

김재영(서울대학교), 용채영(서울대학교), 박소영(고려대학교), 

장지영(이화여자대학교), 홍성표(서울대학교), 조수현(서울대학교)

학술회의 
개최

국내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4: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JPI 정책포럼 발표회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김세원(전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현석(제주국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국장), 강근형(제주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고경민(제주대학교), 신기영(오차노미즈 여자대학)

고바야시 소메이(일본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김순수(육군사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손기웅(통일연구원), 변종헌(제주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기조발표] 

김세원(전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통합의 정치적 조건: 유럽과 아태지역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제1세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우리나라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방향”

[제2세션] 

신기영(오차노미즈 여자대학)“위안부 협상 타결 그 이후: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파트너십 방향과 과제”

[제3세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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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주최 간담회

일시  2016년 4월 1일(금), 14:00-15: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제  NPT 체제의 평가와 미래

주요 참가자 

이서항(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양정승(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2016 제주평화연구원 학술 세미나

일시  2016년 6월 9일(목), 14:00-18:0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108호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빅 데이터를 이용한 한반도 평화지수 연구

주요 참가자 

박상현(한국국방연구원),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

교), 우준모(선문대학교),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남북한의 내인적 상

호관계 분석: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1979-2013)”

2016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6년 10월 7일(금), 14:00-18:00 

장소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교육대학 사라교육관 4층 회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제  국제관계의 신흥이슈와 한반도 평화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박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제18대)), 장원석(제주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전세영(부산교육대학교), 이소영(제주대학교), 고경민(제주대학교)

김성준(제주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강근형(제주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송영훈(강원대학교), 강병철(이어도연구회), 변종헌(제주대학교), 추병완(춘천교육대학교), 

고대만(제주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테러리즘의 현황과 분석: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고경민(제주대학교)“국제개발협력과 국익-지방정부의 ODA를 중심으로”

[제2세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남북한 내인적 상호관계 분석 :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분석(1979-2013)”

변종헌(제주대학교)“북한 김정은 체제의 지속과 변화: 내적 지지와 외적 적응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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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6년 10월 20일(목), 15:00-17:30 ~ 21일(금), 09:00-17: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협력

주요 참가자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상현(한국국방연구원),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조성권(한성대학교), 장노순(한라대학교), 김창근(부산교육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고선규(선거연수원), 차재권(부경대학교), 손기웅(통일연구원), 제성훈(한국외국어대학교)

함소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협력 구조”

박상현(한국국방연구원)“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대중국 인식의 변화와 파급효과”

장노순(한라대학교)“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생존전략”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여론과 통일정책: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통일관 분석”

손기웅(통일연구원)“현 상황에서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제2세션]“한반도 전통안보 이슈와 협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활용방안 연구”

제성훈(한국외국어대학교)“영유권과 지방정부의 역할: 남쿠릴열도 영토논쟁을 중심으로”

고선규(선거연수원)“영유권과 일본의 입장”

[제3세션]“한반도와 비전통안보 이슈의 협력”

조성권(한성대학교)“보건안보와 동북아 협력”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백두산 분화 가능성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필요성의 제기: 

남북협력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14:00-17:30

장소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2층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주제  문화와 평화: 환대와 적대의 문화정치

주요 참가자

최진우(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현준(연세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김수철(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새미(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종법(대전대학교), 이상원(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모춘흥(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환대와 적대의 문화 정치적 토대”

김수철(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환대와 공생의 도시 공간적 토대에 관한 고찰”

김현준(연세대학교)“극단주의 정치 개념화를 위한 소고”

[제2세션]“환대의 정치사상적 기반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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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The Platonic Empowerment of Being and Truth : Heidegger's 

Thoughts on the Plato's Cave Allegory and the Political Problem of Philosophizing”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환대윤리의 국제정치학에 적용과 한계”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워크샵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6:00-17:30

장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통일교육원

주제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외교와 통일교육

주요 참가자

권영경(통일교육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김진환(통일교육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지영(통일교육원) 외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생 59명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독일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제2세션] 

김진환(통일교육원)“통일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외 공동학술회의(“2016 한국유럽학회 연례학술회의”)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09:00-18:00

장소  한국학술협의회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유럽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EU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아셈연구소

주제  브렉시트 이후 EU와 국제사회의 혼란과 변화 : 보편주의 vs. 지역주의의 갈등 혹은 조정인가

주요 참가자 

최형복(한국유럽학회장), 김대순(전 한국유럽학회장, 연세대학교)

김연준(한국유럽학회 총무이사), 최진우(한양대학교), 박광수(동의대학교)

김연준(경성대학교), 이무성(명지대), 황기식(동아대학교), 이복남(수원대학교)

김현정(동아대학교), 한정훈(서울대학교), 김세원(가톨릭대학교), 박노호(한국외국어대학교)

송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일곤(한국외국어대학교),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오창룡(서울시립대학교), 손동기(고려대학교), 이준표(한국외국어대학교)

이규영(서강대학교), 이광석(경북대학교), 정세원(고려대학교), 조은정(서울대학교)

안병억(대구대학교), 이종서(중원대학교), 이승근(계명대학교), 김대중(동아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김시홍(한국외국어대학교), 심성은(한양대학교), 윤성원(수원대학교) 

박선희(서울대학교), 고주현(연세대학교), 김면회(한국외국어대학교), 손판도(동아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브렉시트 이후 EU 정치/경제정책의 혼란과 변화 가능성”

박광수(동의대학교)“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경제환경변화”

김연준(경성대학교)“브렉시트와 국제 무역에 관한 연구”

[제2세션]“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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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수원대학교)“브렉시트가 영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김현정(동아대학교)“영국신문 내 브렉시트(Brexit) 기사의 의제설정과 정파성”

[제3세션]“브렉시트 이후에 법과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송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회원국의 입법지체와 미수용 원인과 

해결 시스템”

김일곤(한국외국어대학교)“상임위원회 운영과 유럽의회의 대외적 역할”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Brexit와 법률문제”

[제4세션]“브렉시트 이후 EU 사회/문화정책의 혼란과 변화 가능성”

이광석(경북대학교), 정세원(고려대학교)“BREXIT 담론네트워크 분석 - 브렉시트의 근본 원인은 

복지 모순이다”

조은정(서울대학교)“브렉시트로 본 영국의 유럽공동체 담론 - 처칠의 세 개의 원과 영국외교정책

의 균형자 전동”

[제5세션] 대학원생 패널

[제6세션]“브렉시트 이후 EU 난민위기와 이민법 문제”

안병억(대구대학교)“유럽의 난민위기와 공동이민망명정책”,“EU and Migration Deal”

심성은(한양대학교)“EU의 송환지침과 프랑스 및 독일의 이민법 제정”,“Does the EU Build 

the Wall Against Africa? : Comparative Study on Immigration Policies of the EU, France and 

Germany”

[제7세션] 대학원생 패널

제주평화연구원-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14:00-18:00

장소  서울 신라스테이 마포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후원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주제  전통안보와 인간안보

주요 참가자 

고상두(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장),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김유은(한양대학교)

장선화(연세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이진영(인하대학교),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이지영(연세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전통안보와 외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Track 2 외교의 역할과 전략”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외교적 동반자 관계의 의의와 전략”

[제2세션]“인간안보와 이주민”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유럽 난민위기와 사회안보”

이진영(인하대학교)“귀환 중국동포 청소년의 적응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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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Uzbek-Korean Bilateral Seminar

일시  2016년 4월 19일(화)~23일(토)

장소  우즈베키스탄 호텔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우즈베키스탄 전략문제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and Regional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SRS)

주제   Security and Stable Development Challenges: a View from Uzbekistan and Korea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Tursunov Batyr(Director, ISRS), 이욱현(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Uktam Nasyrov(ISRS), Rasulov Aziz(ISRS),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Turaeva Dilfuza(ISRS)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Current Problems of Global Security”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Multilateral Cooperation as a Solution for Security Challenge in Asia”

Uktam Nasyrov(ISRS)“Uzbekistan's Approach to the Settling the Afghan Crisis”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Initiative‘Central Asia-Free Zone from Nuclear Weapons’”

Rasulov Aziz(ISRS)“Contribution of Uzbekistan to the Strengthening of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제2세션]“Regional Security and Stable Development Challenges”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S. Korea’s Counter-Terrorism”

Tursunov Batyr(Director, ISRS)“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Uzbekistan and 

Korea as a Factor of the Security and Stable Development of Central Asia”

제1회 JPI-이란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공동회의 
일시  2016년 5월 31일(화), 09:30-12:30

장소  Shaheed Aghaei St. Shaheed Bahonar Ave. (Niavaran), Tehran-Iran

주최  제주평화연구원(JPI), 이란정치국제문제연구소(Institute for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IPIS), 아산정책연구원(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제  New Developments and New Opportunities

주요 참가자 

Zahrani(Director General, IPIS), 김승호(주이란 한국 대사), Ziba Farzinnia(Director, 

East Asia Studies Group, IPIS),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Hamid Ahmadi(Political 

Science, Tehran University), Masjed Jamee(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고명현(아산정책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Mohamreza Rostami(Research 

Fellow, IPIS), Parvaz(Senior Expert of Korea, MOFA),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New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and around the World”

[제2세션] “New Opportunities in Korea-Ir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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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일시  2016년 8월 23일(화)~25일(목)

장소  스위트호텔 제주

주최  현대일본학회,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광운대학교, 세종연구소, 

        국제안보교류협회 동아시아전략연구소(EASI),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외교부 동북아국

주제  일본‘전후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

주요 참가자 

전진호(광운대학교, 현대일본학회장), 강원택(서울대학교, 한국정치학회장)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EASI 전문위원), 박창건(국민대학교, EASI 부소장)

경제희(경남대학교), 김기석(강원대학교), 김영근(고려대학교), 박명희(국립외교원)

이현주(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손기섭(부산외국어대학교), 이기태(통일연구원)

이면우(세종연구소), 권순미(고용노동연수원), 안소영(경희대학교)

정미애(국민대학교), 신장철(숭실대학교), 김동명(국민대학교)

김용복(경남대학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유지아(경희대학교)

조희용(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기무라 칸(고베대학교), 이원덕(국민대학교)

호소야 유이치(게이오대학교), 이이범(강릉원주대학교), 최은봉(이화여자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이지영(국민대학교), 토가시 아유미(규슈대학)

김성철(세종연구소), 이정환(국민대학교), 최은미(세종연구소), 김웅희(인하대학교)

임승빈(명지대학교), 정재흥(세종연구소), 남기정(서울대학교), 박영준(국방대학교)

남창희(인하대학교), 신정화(동서대학교), 김도형(동서대학교), 김영작(국민대학교)

박충석(이화여자대학교), 배성동(한국학중앙연구원), 어수영(이화여자대학교)

윤정석(중앙대학교), 이정복(서울대학교), 차기벽(성균관대학교), 한상일(국민대학교)

한배호(고려대학교), 한의석(성신여자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라운드 테이블: 일본‘전후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

정진호(광운대학교, 현대일본학회장)“일본‘전후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

[제2세션] “일본 전후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 2: 정치경제 "

이이범(강릉원주대학교)“참의원 선거를 통해 본 일본 선거의 연속과 단절”

이정환(국민대학교)“장기불황 극복의 경제정책”

박명희(국립외교원)“일본 시민사회”

[제3세션] “일본 전후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3 : 역사영토"

이면우(세종연구소)“한일 간 역사갈등의 전후사 -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김기석(강원대학교)“영토분쟁의 경제-안보 연계분석 - 센카쿠의 사례”

[제4세션]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공동주최 회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기반구축”

기무라 칸(고베대학교)  “위안부 합의 이후의 한일관계”

이원덕(국민대학교)“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비전의 설계”

[제5세션] “제주평화연구원 공동주최 회의: 동아시아 평화구축과 일본”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한일 간의 분쟁 중심으로”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아베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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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세션] “세종연구소 공동주최 회의: 동아시아 정치경제와 일본”

김영근(고려대학교)“일본과 TPP”

최은미(세종연구소)“동북아 지역협력과 일본의 대외정책”

[제7세션] “국제안보교류협회 동아시아전략연구소(EASI) 및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공동

주최 회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전략과 일본”, 박영준(국방대학교)“미중 간 해양경쟁과 일본”,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EASI)

[제8세션] “라운드테이블: 일본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일관계”

Jeju Symposium for Promoting Renewable Energy in Japan and Korea

일시  2016년 8월 23일(화)~25일(목)

장소  스위트호텔 제주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고려대학교, 교토대학교, 메이죠대학

후원  도요타 재단, 제주평화연구원,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REEPS

주제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Companies and Citizens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이수철(메이죠대학), Takuo NAKAYAMA(교토대학교), 

조용성(고려대학교),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현철(제주발전연구원), 한인택(제

주평화연구원), 김호천(연합뉴스), 정희정(서울특별시청), Yoshihito IWAMA (Shinmutsu-

ogawara), 하지원(EcoMom Korea), Yosuke TOYOTA(Kiko Network), 김경남(고려대학교), 임

동선(동의대학교), 이영건(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of Jeju), SHIRAI 

Nobuo(호세이대학)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Climate Change Policy and Energy Outlook after Paris Agreement”

이수철(메이죠대학)“Japan’Energy Outlook in 2030 and Climate Change Policy to Meet INDC of Paris Agreement”

조용성(고려대학교)“Climate Change, Paris Agreement, and Korea” 

[제2세션]“Role of Central Government to Promote Renewable Energy”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cent Developments of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Takuo NAKAYAMA(교토대학교)“Current Status and Issue of Japanese RE Policy at Central Government Level”

[제3세션]“Role of Local Government and Company to Promote Renewable Energy”

Yoshihito IWAMA(Shinmutsu-ogawara)“Renewable Energies in Rokkasho”

정희정(서울특별시청)“One Less Nuclear Power Plant Seoul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

[제4세션]“Role of Citizen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하지원(EcoMom Korea)“The Role of Citizens in the Generalized Use of Renewable Energy”

Yosuke TOYOTA(Kiko Network)“Citizens’and Regional Initiatives towards 100% Renewable 

Energy in Japan”

[라운드 테이블]“Renewable energ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SHIRAI Nobuo(호세이대학)“Renewable Energy and Regeneration of Regional Communities：

Comparison of Citizens’Consciousness i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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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JPI-FNF 공동워크샵
일시  2015년 9월 21일(수) ~22(목)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FNF(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 Office)

주제 Integ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Migrants: Refugees in 

       Europe and Korea

주요 참가자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장) Lars-André RICHTER(Pesident Representative,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 Office) Joëlle HIVONNET(Deputy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to the Republic of Korea), Alastair GALE(The 

Wall Street Journal in Korea), Adnan HUSKIĆ(Sarajevo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Robert RUDOLF(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강경태(신라대학교), 송영섭(숭실대학교), 최순미(아주대학교), 이성우(제

주평화연구원), 고상두(연세대학교), Henrik BISPINCK(Marienfelde Refugee Center),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European Experience with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Adnan HUSKIĆ(Sarajevo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Migration and the EU”

Robert RUDOLF(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The EU Migrant Crisis: Is Germany Selling Off European Values?”

[제2세션]“Korean Experience with Refugee and  Integration Policy”

송영섭(숭실대학교)“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 as 

Diaspora & Experience of‘Small Unification’in South Korea”

최순미(아주대학교)“South Korea’s Policy on North Korean Refugees”

[제3세션]“Common Concerns in Refugee and  Immigration Issues”

고상두(연세대학교)“Public Image of Immigrants in Korea; an 

Inquiry into Media Framing”, Henrik BISPINCK(Marienfelde Refugee 

Center)“East-German Refugees and West Germany’s Responses 

During the 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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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중동 협력포럼
일시  2016년 11월 6일(일)~7일(월)

장소  쿠웨이트 마리나 호텔

주최  제주평화연구원(JPI),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쿠웨이트 외교전략연구소(DCSS)

주관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주제  함께 하는 미래를 위한 지속적 동반자 (Towards an Enduring Partnership for a Shared Future)

주요 참가자

한국측: 문태영(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손세주(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김형진(외교

부 차관보), 신봉길(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전 주요르단 한국 대사), 서정민(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현도(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 이광일(코트라 두바이지부 부본부장), 오은경(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

르크연구소장), 엄익란(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원)

중동측: Abdullah Y. Beshara(쿠웨이트 외교전략문제연구소 소장), Abdul Razaq Al-

Khalifa(쿠웨이트 외교부 아시아 담당 고문), Reyad Yassin(주프랑스 예멘 대사 / 전 예멘외

교부 장관), Ahmed Kamel(이집트 지역전략연구센터, 지역안보연구소 부소장), Ashraf Abdul 

Aziz(이집트 카이로 전략센터 연구원), Mazen Shamiya(아시아국 차관보, 팔레스타인 외교

부), Suliman Al Shaheen(전 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Afairs), Jasim Beshara(쿠웨이트 

석유전문가), Mustafa Al-Sayed(바레인 왕립자선기구 사무총장), Mohamed Gameel(Kuwait 

Finance House), Yousuf Al Hinai(오만 술탄까부스 대학교 학생처장), Mohammed AL 

Rumaihi(쿠웨이트 대학 사회학 교수 및 집필자), Siham Furaih(쿠웨이트대학교 문과대학 집필

자), Humaid Al-Hammadi(한 UAE 친선협회장)  

발표자 및 발표주제

[Session 1]“Securing Peace through Involvement and Cooperation” 

Abdullah Y. Beshara(쿠웨이트 외교전략문제연구소 소장)

Reyad Yassin(주프랑스 예멘 대사 / 전 예멘외교부 장관)

박현도(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Session 2]“Laying the Foundation for Mutual Prosperit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Mohamed Gameel(Kuwait Finance House),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

[Session 3]“The Future of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Culture”

Mohammed AL Rumaihi(쿠웨이트 대학 사회학 교수 및 집필자)

오은경(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장)



54 55Annual Report 2016 2016 제주평화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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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 및 국제학부/ 

Institute of Raf Eastern Studies /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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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APCSS: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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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

바안보정책센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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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략문제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and Regional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인도네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일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 메이조대학교/교토대학교/히로

시마 시립대학교 평화연구소

요르단  Arab Thought Forum

중국  보아오 포럼 사무국 / 중국국제학연구소 /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

소 / 상하이국제우호연락회 /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 하얼빈 사회과학원 / UNDP 두

만사무국 / 텐진사회과학원 / 중국국제관계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 중국극지조사연구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 환구상연맹

체코  Prague Security Studies Institute(PSSI) 프라하안보학연구소

카타르  부르킹스 도하센터(Brookings Doha Center) / 알자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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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남아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동아시아연구원/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선거연수원/세종연구소/아

산정책연구원/연세대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통일

교육원/ 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슬라브학회/한국아랍소사이어티/한

국외대 장모네 EU센터/한국유럽학회/한국정치학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한양대 평화연구소/한

중일3국협력사무국/현대일본학회/21세기 정치학회 등

네트워크 해외 

주요기관

국내

주요기관

제주평화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

색함과 동시에 제주프로세스 사업 및 제주포럼을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

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Joint Project’확대

   세미나/포럼 및 네트워킹 구축 : 한·중, 한·일, 한·아세안 포럼 및 공동학술회의 정례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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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제주평화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