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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원은 작년 한 해에도 평화와 협력에 대한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와 분석의 결과가
확산되고 평화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각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집단지성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제주평화연구원은 한경비즈니스의 싱크탱크 조사에서 최근 연속 우리나라 10대 외교안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냉전이 끝날 때 인류는 드디어 오랜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싱크탱크로 선정되었습니다. 10대 외교안보 싱크탱크 중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수도권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한다는 기대로 흥분했었습니다. 미소간의 대립이 종식되었고,

밖의 연구기관으로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비록 작은 규모로

동서독이 통일되었으며, 유럽은 통합을 추진하였고,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동으로

출발하였지만 차별화된 연구, 활발한 출판사업,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

선언하였습니다.

내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


하지만 기다렸던 평화와 협력의 시대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강대국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의 노력과 시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간의 경합은 오늘도 여전하며, 유럽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분리주의와 극우파가

참고하고자 연차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그 동안 저희

득세하였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여태껏 영토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연구원의 활동과 사업을 알려드리고

과거에 갇혀있습니다. 비핵화 선언을 했던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핵무기의

객관적인 평가와 사랑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개발을 최종화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알찬 연구와 보람 있는 활동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


―

2017년 12월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이론과 정책대안을

제주평화연구원장

찾아오기는커녕 불확실성과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의 현실은 저희 연구원에게 커다란
자극이고,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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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하는 사명을 갖고 2006년에 제주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서정하

2017 제주평화연구원

연혁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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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세미나

08.18

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청 공동세미나: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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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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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

글로벌시대의 한국-몽골 협력 방안 세미나

07.15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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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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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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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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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포럼

11.29

제주평화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2.11

제주평화연구원-국립 싱가포르대학교 S.Rajaratnam 국제대학원 공동세미나

03.13

제주평화연구원-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워크숍

03.2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JPI 정책포럼] 기획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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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협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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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 회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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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학교 SSK 공동학술회의

08.23~25

03.2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8주년 기념 세미나

08.23~25

Jeju Symposium for Promoting Renewable Energy in Japan and Korea

04.09

3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9.22

제1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4.11

4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10.07

2016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7.04

제주평화연구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세미나

10.20~2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7.17

통일교육원(통일미래지도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워크샵

10.28

제주평화연구원-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8.21~2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회의

11.06~07

제13차 한-중동 협력포럼

09.12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협의 회의

11.09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워크숍

10.14~15

제9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8

JPI 해외학자 간담회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11.21

서정하 제5대 원장 취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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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제주평화연구원-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01.13

2017 JPI 신년 좌담회

10.24

2014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0.30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07

세종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14

서울대학교 SSK 연구팀-제주평화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11.21~22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회의

02.02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학교 이슬람권사업단 공동 워크숍

02.09~10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U센터-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2.06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MOU 체결 및 공동세미나

02.25

제주평화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 공동워크숍

02.14

제주평화연구원-NTU(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Roundtable

03.1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 세미나

02.15

제주평화연구원-ICS Roundtable

05.08

한미 사이버안보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

02.20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공동세미나

06.19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

02.21~22

제주평화연구원-부경대학교 SSK 지역발전·지방정치모형구축 연구단 공동학술회의

07.08

통일부장관 초청 JPI 정책간담회

03.21

제주평화연구원-차하얼학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07.15

JPI-FEFU-SNUAC-MOFA 공동주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회의

06.09

제주평화연구원-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MOU 체결 및 공동학술세미나

2016

07.31

JPI 정책간담회

06.16

제주평화연구원-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공동세미나

08.24

한일관계 현안 토론회

07.06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대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GCC-KOLAC) MOU 체결 협약식

09.09

제10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7.14

제주평화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09.17

해외학자 방문 세미나

09.05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연변대학교 공동세미나

10.26

제12차 한-중동 협력포럼

09.07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요동대 조선반도연구소 MOU 체결식

10.29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9.07

중국 동북 3성 한국학자 간담회

11.05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9.26~27

제주평화연구원-ISRS-CIRS-DSC MOU 체결식 및 라운드테이블

11.1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MOU 체결식 및 기념워크숍

10.18~19

제1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9

JPI-육아정책연구소 공동워크숍

10.20

제주평화연구원-분리통합연구회 공동학술회의

11.27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공동학술회의

10.31

제주평화연구원-Kroc 연구소 오찬 간담회

12.15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교류협회 공동학술회의

10.31

제주평화연구원-Liu 연구소 간담회

12.21

2015 제주평화연구원 학술워크숍

11.03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08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워크숍

02.15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공동정책 세미나

11.24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

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11.24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3.3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제주대학교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특강

11.27~28

제14차 한-중동 협력포럼

04.0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주최 간담회

12.15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04.20

Uzbek-Korean Bilateral Seminar

12.17

JPI-마카오대학-한중싱크넷 공동학술회의

05.31

제1회 제주평화연구원-이란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공동회의

12.21

제9회 SSK 정책전문가 세미나

06.09

2016 제주평화연구원 학술 세미나

12.26~27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컨퍼런스

12.27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워크숍

Annual Report 2017

2014

11

2017

2017 제주평화연구원
12

13

비전
제주평화연구원은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특화된 연구기관,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와 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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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국내외 학술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설립취지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 및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단기

중기

장기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동아시아 평화논의의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론의 중심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위한 정책과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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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하는 연구기관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평화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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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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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 집중’
에
입각한 연구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출연 연구기관

01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탄력적 연구연계
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안보·경제
통합 추진동력

02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Annual Report 2017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거대 탐구의 장)

안정적
연구 여건 제공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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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제 유지
개별 연구진의 독립적 연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학술회의·네트워킹의 삼위일체화로 효율적 연구 성과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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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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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조직

15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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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안보·경제통합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수행
평화협력연구부

연구실

	중장기 특화사업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추진
비전통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연구분야의 지속적 발굴

분쟁해결연구부
지역통합연구부

평화 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제주를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부응하여 제주와

연구지원팀

연구실

국제교류

직항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확보
	실효성있는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북미, 유럽의 대표적 평화 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 학술교류가 가능한 거점 연구기관을 선택, 학술회의 집중

회의팀

Je
j

u

	다년간 공동으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온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ace Ins
ti
Pe

원장

기획조정실

학술회의

기획팀

방향에서 조직
	동아시아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 구상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 개최

행정팀

t

u

te

	아시아태평양 각국·각 분야의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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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섭외팀

	온라인을 통한 출판물 배포로 연구원 홍보 극대화

행정지원팀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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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ual Report 2017

제주포럼
사무국

2017 제주평화연구원
16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제4회 제주평화포럼(2007년 6월 21일~23일,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의 제주선언문에서 채택된 제주
프로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의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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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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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제주프로세스 출현의 구체화를 위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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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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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5.31~6.02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주제 :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대외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
가 및 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
물을 온라인·오프라인 출간물로 발행·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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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간담회
‘JPI 정책간담회’
를 통하여 정치 및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를 초빙하여 정부 및 지방 단체의 최신 이슈 및 정책 포커스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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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미래 어젠다
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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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그리고 세계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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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제주평화포럼’
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종합포럼
으로 성장하였다.

일시
주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장소

2018년 6월 26일~6월 28일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개최 목적이 있다.
제1회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2001.6.15~17)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前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제2회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2003.10.30~11.1)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前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협력·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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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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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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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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2017.5.31~6.02)
	앨 고어 前 미국 부통령, 한승주 前 외무부장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前 인도네시아 대
통령, 아니발 카바코 실바 前 포루투갈 대통령, 푼살마 오치르바트 前 몽골 대통령, 이홍구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장 뱅상 플라세 前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 등 79개국 5,534명 참석

2017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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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행사 개요

개회식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제

통일부장관 주최 환영만찬

제주포럼 개최 결과

일시

2017년 5월 31일(수)~6월 2일(금)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아시아의 미래비전 공유 (Sharing a Common Vision Asia's Future)”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일시 및 장소 6월 1일
프로그램

10:20-11:00, 탐라홀A

영상
축하메세지 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

참석자

개회사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축사

앨 고어(전 미국 부통령)

1,500여 명

세계지도자세션

파트너	국립외교원, 국제개발협력학회, 김포시청, 다마대학, 동북아역사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세
계여성발명가협회, 세종연구소, 아시아경제자유네트워크, 아시아미래연구원, 우리들의미래, 유네스

일시 및 장소 6월 1일

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유엔협회세계연맹, 인간개발연구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외동포

프로그램

11:00-12:00, 탐라홀A

좌장	한승주(전 외무부장관/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국제협의회,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조연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의회,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해양수산연구원, 차하얼학회, 코리아타임스, 통일연구원, 프리드리히나

기조연설

아니발 카바코 실바(전 포루투갈 대통령)

우만재단,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컬러

기조연설

푼살마 오치르바트(전 몽골 대통령)

기조연설

이홍구(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유니버셜디자인협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한중지역경제협회, 핵군축비확산
참석자

을위한아시아·태평양지도자네트워크, 100년경영연구기구
협찬	국민은행,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주식회사 한라산

1,500여 명

특별세션Ⅰ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2017년 5월 31일(수)부터 6월2일(금)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

일시 및 장소 6월 1일

09:00~10:00, 탐라홀A

프로그램

주제

기후변화의 도전과 기회, 더 나은 성장은 가능한가

강연

앨 고어(전 미국 부통령/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터에서‘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
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참석자

번 포럼에는 4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 및 세계지도자세션을 포함하여 4개의 전체세션과 71개의

1,500여 명

동시세션이 열렸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 국내외 정상급 인사를 비롯한 정·재계 고위 인사 및 학자,

특별세션Ⅱ

언론인, 학생 등이 참석하여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2회 제주포럼 참석자는 세계 79개국 5,53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아세안 50주년, 핵 비

일시 및 장소 6월 2일

09:00~10:00, 탐라홀A

프로그램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언

주제

확산, 북한인권, 신 기후체제, 4차 산업혁명 등 시의성 있는 세션이 주를 이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강연

장 뱅상 플라세(전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지도자와 석학들은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특별대담

원희룡(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위해 신뢰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초국경적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참석자

간 협력과 비전 공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
며,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를 통해‘한강의 기적’
을‘대동강의 기적’
으로 확장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직위원장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조연
설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자유주의 퇴조와 포퓰리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글로벌 평화 플랫폼’필요성을 역설하며 제주포
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올
 해 포럼은 외교안보, 경제경영, 환경·기후변화, 여성·교육·문화, 글로벌 제주 등 5개 분야별로 불확실
성이 높아진 국제정세와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로 나아갈 비전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
등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제주포럼의 효용성을 높였
다. 이 밖에 전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참관단, 일본 다마대학 참관단 참여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지식 공유
의 장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개회식 생방송 및 주요 세션에 대한 녹화방송을 통해 포럼의 접근성을 향상 시
켰다. 올해 제주포럼은 준비기간 중 불확실한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동아시아 대표 국제포
럼으로 위상을 다졌다. 제주포럼은 앞으로도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야할 다양한 의제 선정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더욱 깊이 있는 소통과 담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Annual Report 2017

하였다. 또한 제주4.3, 제주 해녀문화 세션을 개최하여 지역의제를 글로벌 이슈로 발전시켰으며, 북한 문제

1,5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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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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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및 정책개발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활용한 테러리즘의 현황분석

에 중점을 두는 연구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다.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보다도 테러리즘에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Global Terrorism

평화연구원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연구

Database를 사용하여, 각 지역과 국가에 존재하는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였다. 양적 데이터를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통해 본 테러리즘의 위험은, 시기별,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종종 유형과 대상 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테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러리즘의 위협은 최근에 급증한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자체
연구과제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사업명

연구진

기간

비고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공동연구

2017.01-12

공동연구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활용한 테러리즘의 현황분석

한인택

2017.01-12

개인연구

남북한의 상호갈등 및 협력관계의 변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계
열 분석 1979-2013

이성우

2017.01-12

개인연구

정상회담에 나타난 협력의 재현
: 한중일 3국 협력 정상회담 문서에 나타난‘협력’개념 해석

도종윤

2017.01-12

개인연구

정책공공외교 목표 및 주요국·지역별 전략과 과제

한인택 外

2016.09~
2017.01

제기기관
: 외교부

제14차 한-중동 협력포럼
(The 14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한인택 外

2017.09~12

제기기관
: 외교부

정책공공외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한인택 外

2017.09~12

제기기관
:외교부

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협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체제붕괴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2017.10~12

제기기관
:외교부

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소극적

4차 산업혁명과 비확산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_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남북한의 상호갈등 및 협력관계의 변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1979-2013
남북관계에 다양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남북관계에 관련된 행위자, 정책, 환경의 변화
는 남북관계의 변인일 수도 있고 다른 변인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남
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
정한 시기 그리고/또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도종윤 外

분석기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보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남
북관계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문헌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GDELT 자료를
활용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와 관련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관
계에 의미가 있는 주요 사건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
점에서‘적대적 상호의존관계’
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호혜성
인 협력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택 外

2017.12

제기기관
: 외교부

남한의 경우 정부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
는 반면,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기에는 호혜적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시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협력에 있어 더 적극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준 반면,
김정일 시기에는 북한보다 남한이 압도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주었다.

2017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국과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평화
와 협력에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

정상회담에 나타난 협력의 재현: 한중일 3국 협력 정상회담 문서에 나타난‘협력’개념 해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것이나 공공외교사업이 강화되는 것은 바로 국제협력과 평화증

본 연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텍스트를 추출하고‘협력’
에 관한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진을 위해서 주변국 국민의 인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

이를 위해 17건의 관련 문건을 310개로 부호화하여 개념화시켰으며 이를 현실인식, 도전과제, 미래 방향 등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축으로 구분하여 가치, 과제, 영역, 제도, 태도, 평가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

본 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평화와 협력에 관련한 인식을 분석해 왔다. 2017년 연구에서는 조사의

하였으며 어휘 빈도수와 맥락을 고려한 주제화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방법을 개량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인식에 대해 이해를 높이며 향후 공공외
교나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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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연구과제

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3국 정상은 협력의 범위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평가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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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국의 주변지역에 대해 대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협력의 영역이 갈수록 공공이익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동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맞추어 한-중동협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흥안보 이슈는 별개의 어

력의 패러다임을 업데이트하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였다.“한-중동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Towards a

휘-자연재해, 에너지 등-으로 재가공되었고, 전통안보와 연관된 어휘들- 군축, 핵무기, 무기 - 등은 매우

New Vision for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이라는 대주제 아래‘갈등종식과 평화구축’
‘확장되는
,
한-

드물게 나타났다. 한반도 안정이나 북한 이슈에 대한 토론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전통안보 및 북한

중동 경제협력’
‘인간개발의
,
과제와 전략’
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제가 3국간에 매우 민간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관심사로 다룰 만큼 접근이 쉬운 주
제는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연구가 비록 문서에만 제한을 둔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

정책공공외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으나, 언어 자료 중심으로 3국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회담이 지향하는 협력의 재현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효과적인 정책공공외교를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이 우리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협력의 지향점과 한계를 3국이 어떻게 언어

입장과 정책을 소개하는 자료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공공외교를 본격적

로 표현하고 있는지 밝혔다는 점뿐만 아니라 문건을 중심으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후속 연구의

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츠를 개발하였다. 국가와 지역마다 언어와 문화, 역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주요 현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상 국가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수탁과제

정책공공외교 목표 및 주요국·지역별 전략과 과제

학술회의 및

공공외교는‘새로운’
외교이다. 전통적인 외교의 대상이‘고관대작’
이었다면, 공공외교에서의 외교의 대상

4차 산업혁명과 비확산

연구

은 상대국의‘일반국민’
이기 때문이다. 공공외교 중 정책공공외교는‘우리의 정책에 대한 상대국 국민의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확산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이루고자하는 강한 의지 속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여, 상대국 정부가 우리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공

에, 2002년부터 UN과 함께‘한-UN 군축·비확산회의(ROK-UN Annual Joint Conference on Dis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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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n-proliferation)’를 매년 제주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등에서 개최해 왔으며, 지역현안, 우주안보,

고 할 수 있다. 문화외교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공공외교도 상당 기간

비확산 레짐의 미래,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군축, 북한 핵, 과거와 미래의 도전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수행하여 왔지만, 공공외교의 포커스를 명시적으로‘정책’
에 맞추고 주무조직까지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UN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집단의 토론 그리고 각종 연구 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책공공외교가 이처럼 새로운 외교이고 주무조직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고서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축과 비 핵확산에 대해 다루어왔으나, 간과되어 온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다.

가 수행하는 공공외교 중에서 경험과 지식이 가장 부족한 공공외교이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

바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등장이 군축과 비확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주평화연구원은 군축과 비 핵확산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고 UN이 취할 미래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소

이 연구에서는 정책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1) 정책공공외교를 효과적, 효율

위‘4차 산업혁명과 비확산: 도전과 기회’
라는 주제 아래,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전제하고,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고, (2) 주요 국가, 지역 분야에서 정책공공외교를 실제

이를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토론 한 후, 비확산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 우리가 어떤 기여를

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개발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UN차원에서 어떤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제14차 한-중동 협력포럼(The 14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개최

적·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동북아 다자협력 외교로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

천명한 바,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이 구상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변국의 공감대를 형성함으

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로써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논의와 공유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동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 - 중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

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향후 지속가능한

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13회의 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회 다양한 주제로 세션을 구성할 뿐 아니라, 각 국의 전문가들의 자율적

중동 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인 토론 방식을 통해 회의를 운영하고 또한, 각국/지역 별 주요 이슈/안건에 대한 세부 해결책을 국가사업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제14차 한-중동 협력포럼은 외교부 주관 하에 한
국-아랍소사이어티(KAS), 제주평화연구원(JPI), 카이로아메리칸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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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결한 정치

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포럼의 내실화 작업 도모 및 포럼 정례화 운영의 계기
로 활용될 전망이다.

2017 제주평화연구원
28

출간
사업

29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JPI Research Project)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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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Research Project 26(2017-01)

JPI 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2017 JPI PeaceNet 시리즈: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활용한 테러리즘의

2017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현황분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
(JPI Research Series)

JPI 정책포럼
No.

제 목

저 자

1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중앙대학교)

2

기로에 선 동아시아 금융협력

이용욱(고려대학교)

3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4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김진호(단국대학교)

5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ㆍ일관계

신정화(동서대학교)

JPI Research Project 27(2017-02)

6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정재원(국민대학교)

남북한의 상호갈등 및 협력관계의 변화: 빅데이터를 이

7

2017년 온라인으로 발간된 원고를 국·영문 합본 형식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I. 서론
II. 전세계적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

제1부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외교

III. 지역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제2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IV.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제3부 주요국의 정책과 양국관계: 미국과 일본
제4부 주요국의 정책과 양국관계: 중국과 러시아

테러 고위험국가 프로필
V. 결론 및 요약

제5부 주요지역의 정책과 양자관계: 아시아와 유럽
제6부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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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의 병행 추진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삼성(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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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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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이서항(한국해양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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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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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

-JPI 정책포럼: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790여 명 대상 우편 발송 및 10,000여 명 대상 전자메일 발송

IV.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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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ual Report 2017

2017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과제로서 아래의 연구진이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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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를 앞둔 영국, 그들의 협상 원칙은 무엇인가?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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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6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 향후 전망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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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환(한국동남아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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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본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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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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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을까?:
외교의 충분조건과 군사적 개입의 필요조건
Liberal International Order under Strain and
Regionalism in East Asia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설정과 국제화사업 전략

김연호(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USKI Washington Review 편집인)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Jinwoo Chio(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조성권(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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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는 왜 핵공격 대피훈련을 하는가?

Steven Kim(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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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 中韓 관계를 위한 제언

曹世功(중국 아주태평양학회 조선반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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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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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의 경제전망

See Seng Tan(Nanyng Techn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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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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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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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Thi Thuy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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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정책 공조의 전망

손현진(히로시마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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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MOU 체결 및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7년 2월 6일(월) 10: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주제 제주시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모색
주요 참가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권경득(선문대학교), 임동진(순천향대학교),
강혜정(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이광원(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조강주(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 및 제주신공항건설 사례”

JPI 신년 좌담회
일시 2017년 1월 13일(금), 14: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2017년, 동아시아의 도전과 과제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공동세미나
주요 참가자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14: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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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김장환(제주국제대학교), 양길현(제주대학교), 장원석(제주대학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외대 장모네 EU센터
주제 EU 글로벌전략과 EU-동아시아 관계(EU Global Strategy and EU-East Asia Relations)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주요 참가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2017년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정렬, 탈정렬, 그리고 우리의 전략”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김시홍(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김남국(고려대학교)
이무성(명지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제2세션]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2017 정세전망-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제3세션]

발표자 및 발표주제

김장환(제주국제대학교)“중국 정세 전망과 한중관계”

[제1세션]

[제4세션]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2017년, EU의 정치적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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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고려대학교)“EU 글로벌 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한국의 관점”
이무성(명지대학교)“유럽연합,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전망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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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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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EU의 글로벌 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한국의 대응 방향”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마영삼(제주국제연수센터), 이종화(중동문제연구소 소장)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김종도(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 정상률(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 임병필(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한-EU 관계에 관한 규범과 향후 과제”

박현도(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송경근(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연구원)
오은경(동덕여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연구원), 안정국(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연구원)
김정명(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연구원), 김재희(한국외대, 중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복례(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홍혜리(중동문제연구소 행정실장)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중동지역 국내외 불안정 요인 분석”
[제2세션]
정상률(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트럼프 정부의 대중동정책”
[제3세션]
박현도(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2017 이란대선 분석과 전망”

제주평화연구원-부경대학교 SSK 지역발전·지방정치모형구축 연구단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7년 2월 21~22일(화~수), 14:00-18:00

제주평화연구원-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공동세미나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14:00 ~ 17:00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부경대학교 SSK 지역발전·지방정치모형구축 연구단

장소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글로벌라운지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주요 참가자

주제 한국전쟁과 국제관계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차재권(부경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류태건(부경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강병철(제주국제대학교), 박범종(부경대학교), 권오혁(부경대학교),

주요 참가자

주인석(동아대학교), 이옥자(부경대학교), 주민욱(이어도연구회)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이지순(성균관대프랑스어권연구소장),
박규현(성균관대학교), 이수연(성균관대학교), 노란(성균관대학교), 양정심(대진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자 및 발표주제

강병철(제주국제대학교)“지역발전의 과제와 전망”

[제1세션]

박범종(부경대학교)“다문화특구와 지역발전 :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중심으로”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한국전쟁과 국제관계: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제2세션]

제주평화연구원-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MOU 체결 및 공동학술세미나

양정심(대진대학교)“유럽의 기록영화에 담긴 한국전쟁-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주제 트럼프 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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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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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7월 14(금) 16: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제 북한 핵능력 발전과 평화적 해결방안의 모색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김종법(대전대학교), 김용복(경남대학교), 이옥연(서울대학교)
차창훈(부산대학교), 김미경(조선대학교), 김인춘(연세대학교), 구춘권(영남대학교)
오창룡(서울시립대학교), 강경희(제주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주요 참가자

[제1세션]“김용복(경남대학교)“분리통합의 이중적 구조: 오키나와 문제”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이옥연(서울대학교)“분리와 통합: 미국 사례”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배기찬(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안병민(교통연구원 유라시아ㆍ북한인프라

차창훈(부산대학교)“중국의 통합 메카니즘 전환: 문화적 정체성에서 일대일로의 정치경제학으로”

연구소 소장),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달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김미경(조선대학교)“통합을 위한 분리, 분리를 위한 통합: Brexit에 대한 이론적 소”

진징이(북경대학교 교수), 진창이(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제2세션]“분리를 넘어선 통합국가 사례연구”
김인춘(연세대학교)“내전과 사회적 분리를 넘어선 국가 통합-핀란드 사례”

발표자 및 발표주제

구춘권(영남대학교)“독일 이주민 정책의 변화와 딜레마-분리에서 통합으로”

[제1세션]

김종법(대전대학교)“이탈리아 대중정당을 통해 본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북한 핵능력 발전”

오창룡(서울시립대학교)“벨기에 분리주의 정당의 부상과 국가통합: 플랑드르 이익당(Vlaam Belang) 및
새 플랑드르 연대(N-VA)를 중심으로”

[제2세션]
진징이(북경대학교)“북한 최근 동향과 북핵 해결방안”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13:30~18:30

제주평화연구원-분리통합연구회 공동학술회의

장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회의실

일시 2017년 10월 20일(금) 14:00~18:00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제주도의 역할

주제 분리를 넘어 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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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분리통합연구회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고대만(제주대학교),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강덕부(제주통일미래연구원), 고성준(제주통일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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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10:00~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제
주제 한국과 국제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정책
주요 참가자
최영준(청주대학교), 이호은(청운대학교), 곽선혜(경희대학교), 이석배(단국대학교)
정성호(동명대학교), 유홍식(중앙대학교), 오일석(고려대학교), 정의철(상지대학교)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 박주희(바른사회), 권호순(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미정(성균관대학교),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정은령(서울대학교)
전희락(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Xu Jing(북경대학교), 이병철(평화협력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Jing xue min(전매대학교), Bai wen gang(전매대학교)

강근형(제주대학교), 양길현(제주대학교), 진희관(인제대학교), 강병철(제주대학교), 강경희(제주대학

Shi hui ling(전매대학교), 김중섭(제주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교), 류현종(제주대학교), 변종헌(제주대학교)

이효성(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전아연(북경대학교), 지성우(성균관대학교)
배경윤(TV조선), 문윤택(제주국제대학교), 김미숙(경희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기조연설]

발표자 및 발표주제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북핵위기 해결의 새길 찾기”

[제1세션] 최영준(청주대학교)“2017 대통령선거에 대한 저널리즘 공정성 탐색”

[제1세션 - 라운드테이블]“한반도 평화체제와 제주도의 역할”

[제2세션] 유홍식(중앙대학교)“한국사회의 갈등과 소통, 그리고 뉴스 미디어”

[제2세션]“한반도 평화와 지방외교”

[제3세션]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북한 권력의 소통구조 & 북한 체제의 변화 시나리오”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통일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게임

[제4세션] 정미정(성균관대학교)“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모색”

이론을 이용한 설명”

[제5세션]

강병철(제주국제대학교)“한반도 평화와 제주도의 역할”

Xu Jing(북경대학교)“중국정부의 여론메카니즘 연구”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한·중·일의 공공외교 : 소통인가? 경쟁인가?”
이병철(평화협력원)“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소통”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워크숍

[제6세션_라운드테이블] “한국의 선거와 소통 : 최근 한국 정당의 소통전략을 중심으로”

일시 2017년 11월 8일(수) 16:00~17:30
장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통일교육원
주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주요 참가자
권영경(통일교육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최은석(통일교육원)“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베를린 선언”
[제2세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통일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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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덕성여대학교), 김주리(연세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장선화(연세대학교), 주민욱(제주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게임이론을 이용한 설명"
이승현(국회입법조사처)“북핵 미사일 고도화 전략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향 ”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북핵 위기 이후 EU의 대 한반도 외교: 과제와 전망”
김성진(덕성여대학교)“러시아의 SCO 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컨퍼런스
일시 2017년 12월 26~27일(화~수)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주제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14:00~18: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요 참가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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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김정은 리더십 - 정치와 문화

마상윤(외교통상부), 이태동(연세대학교), 정혜주(고려대학교)
신범식(서울대학교),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 김상배(서울대학교)

주요 참가자

신성호(서울대학교), 배영자(건국대학교), 박성우(서울대학교)

정영철(서강대학교), 류석진(서강대학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신화(고려대학교), 이승주(중앙대학교), 이왕휘(아주대학교)

이상근(이화여자대학교), 최대석(이화여자대학교), 조영주(이화여자대학교)
전영선(건국대학교), 김중섭(제주대학교), 박희진(동국대학교), 조은희(숭실대학교)
이승렬(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장인숙(남북하나재단)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이상근(이화여자대학교)“김정은의 리더십 특성과 대외정책”
[제2세션] 전영선(건국대학교)“김정은의 문화정책”

제9회 SSK 정책전문가 세미나
일시 2017년 12월 21일(목) 10:00~12: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고상두(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이승현(국회입법조사처),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Annual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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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이태동(연세대학교)“동북아 기후변화 안보 거버넌스”				
정혜주(고려대학교)“동북아 보건안보 거버넌스”				
신범식(서울대학교)“동북아 에너지 안보 거버넌스”
[제2세션]
김상배(서울대학교)“동북아 사이버/데이터 안보 거버넌스”				
신성호(서울대학교)“동북아 신흥 군사안보(AWS) 거버넌스”
배영자(건국대학교)“동북아 원자력 안보 거버넌스”
[제3세션]
이신화(고려대학교)“동북아 인구/이민/난민안보 거버넌스”				
이승주(중앙대학교)“동북아 신흥 사회안보 거버넌스”
이왕휘(아주대학교)“동북아 신흥 경제안보 거버넌스”

국제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NTU(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Roundtable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장소 The Keypoint(RSIS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NTU(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주제 South Korea-China Relations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준성(제주평화연구원)
Ong Keng Yong(Executive Deputy Chairman, RSIS), Tan See Seng(Deputy Director and Head of
Research of the Institute fo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RSIS), Ralf Emmers(Associate Dean,
RSIS), Calvin Eu(Adjunct Senior Fellow, RSIS), Li Ming Jiang(Associate Professor, RSIS)
Bubhindar Singh(Associate Professor, RSIS), Shawn Ho(Associate Research Fellow, RSIS)

제주평화연구원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Nah Lian Tuang(Research Fellow, RSIS), Sng Seon Lian(RSIS)

일시 2017년 12월 27일(수) 15:00~18:00
장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회의실

제주평화연구원-ICS Roundtable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일시 2017년 2월 15일(수)

주제 2017 연구성과 공유 및 지역 기반 협동연구의 전망

장소 ICS 세미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JPI), 베트남 중국연구소(ICS)

주요 참가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고경민(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강병철(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김현영(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제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nual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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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이(연변대학교), 장동명(요녕대학교), 만해봉(요동대학교 조선반도연구소 소장)
Mark Hu(요동대학교 가속도외어연구소), 장동철(요동대학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준성(제주평화연구원)
Dang Nguyen Anh(Vice President, VASS), Tran Quang Minh(Director General of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Studies), Nguyen Thanh Ha(Director Gener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제주평화연구원-ISRS-CIRS-DSC MOU 체결식 및 라운드테이블

Do Tien Sam(Professor/Former Director General of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일시 2017년 9월 26~27일(화~수)

이철(주베트남대사관 공사참사관)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
 주평화연구원, 우즈베키스탄 Institute for Strategic and Regional Studies(ISRS),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CIRS) , Development Strategy Center(DSC)
주제 E
 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Challenges in Asia : Perspectives from South KoreaUzbekistan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오룡(제주평화연구원)
H.E. Vladimir NOROV (ISR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aniyar Kurbanov (Center of International Regional studies)
Botirjon Asadov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Ulugbek Saidiev (Development Strategy Center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연변대학교 공동세미나
일시 2017년 9월 5일(화)

발표자 및 발표주제

장소 중국 연변대학교

[제1세션]“The Strategy on five prioritydirections of development of the Republicof Uzbekistan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연변대학교

in 2017-2021”

주제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국제관계

Vladimir NOROV (ISR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Priorities of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양영식(제주포럼 사무국)
진창이(연변대학교), 박동훈(연변대학교 조선한국연구센터)
안국산(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 백성호(연변대학교 동북아물류연구원장)
박찬규(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장)

JPI-중국 동북 3성 한국학자 간담회
일시 2017년 9월 7일(목)
장소 중국 단둥 요동대학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요동변대학교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양영식(제주포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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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yar Kurbanov (Center of International Reg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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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gional policy of Uzbekistan”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Botirjon Asadov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Lars-Andre RICHTER(Friedrich Naumann

“Uzbekistan’s progress in improving investment climate and business environment”

Foundation), 고명현(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oachim KRAUSE(Academic Director

Ulugbek Saidiev (Development Strategy Center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the Institute for Security Policy, University of Kiel), Stanislav SECRIERU(EU Institute for Security

“The Action Strategy on five priority areas of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Studies)

Uzbekistan in 2017-2021 and the State program of the Action Strategy on

Flemming Splidsboel HANSEN(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라종일(가천대학교)

implementation

박상현(한국국방연구원), 박한규(경희대학교), 김태우(건양대학교), 임성은(Friedrich Naumann

of <2017-The Year of Dialogue with the People and Human Interests>

Foundation), 김은희(Friedrich Naumann Foundation), Tim BROSE(Friedrich Naumann Foundation)

[제2세션]“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Challenges in Asia”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What did East Asian countries achieve and how did they do?”

[제1세션]“New Security Challenges in Europe”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Joachim KRAUSE(Academic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ecurity Policy,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ecurity Challenge in East Asia”

University of Kiel)“Is the American Century in Europe over?”

오룡(제주평화연구원)

Stanislav SECRIERU(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Europe under the Siege:

“Jeju Forum and it Policy Implications”

the EU and NATO Responses to Multi-vector Security Threats”
Flemming Splidsboel HANSEN(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Russian Missiles and US Missile Defence Systems Flemming”
[제2세션]“New Security Challenges in East Asia”
박상현(한국국방연구원)
“Pivot to Asia vs America First: New Security Environment in Asia”
박한규(경희대학교)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lationship in East Asia: Its Impacts on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김태우(건양대학교)
“South Korea's Nuclear Nightmares and Redeployment of Tactical Nukes:
A South Korean Perspective”

제주평화연구원-Kroc 연구소 오찬 간담회
일시 2017년 10월 31일(화)
장소 Kroc Institute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노트르담 대학교 Kroc 연구소

제12차 JPI-FNF 공동워크샵
일시 2017년10월18~19일(수~목)

주요 참가자

장소 제주 스위트 호텔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 오룡(제주평화연구원), Asher Kaufman(Kroc Institute),

주제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hallenges: The American Role for the Security
in East Asia and in Europe

Annual Report 2017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FNF(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 Office)

George Lopez(Kroc Institute), 이종국(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재웅(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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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Ending Conflict, Building Peace”
Gawdat BAHGAT (미국 국방대학교 Near East South Asia 전략 연구소 교수)
Shoqi MAKTARY (Search for Common Ground 소장),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제2세션] “Expanding the Frontiers of Economic Cooperation”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
Reem BADRAN (Al Hurra Co. 회장), 엄익란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제3세션] “Human Development: Challenges and Strategies”
Hana AL-GALLAL (前 고등교육부 장관)
Mahmoud ALSARHAN (Global Village Center for Studies 소장)

제14차 한-중동 협력포럼
일시 2017년 11월 27~28일(월~화)
장소 서울 롯데호텔
주최 제주평화연구원(JPI),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카이로아메리칸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AUC MESC)
주관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주제 한-중동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Towards a New Vision for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주요 참가자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 김진수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Ahmed ABBADI (알쿠드스대학
교 교수), Elsadig ELFAQIH (Arab Thought Forum 前 사무총장),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Fahad ALSHARIF (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선임연구원)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Gawdat BAHGAT (미국 국방대학교 Near East South

장소 제주 신라 호텔

Asia 전략 연구소 교수),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Hana AL-GALLAL (前 고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등교육부 장관), 엄익란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Jawad ANANI (암만 증권거래소 이

후원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사장), Mahmoud ALSARHAN (Global Village Center for Studies 소장), Mohamed BENSDIK (아랍연

주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맹 아시아태평양과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장), Reem BADRAN (Al Hurra
Co. 회장),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 Robert MASON (American University in

주요 참가자

Cairo (AUC), 중동문제연구소장), Shoqi MAKTARY (Search for Common Ground 소장)
차관), Yousuf ALHINAI (술탄카부스대학교 정치경제대학 교수), 주동주 (산업연구원 국제협력부장)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이태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마상윤 (외교부)
Annual Report 2017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Usama NUMAN (바그다드대학교 교수), 조현 (외교부 제2

강원준 (외교부), 서영민 (외교부), 이호철 (인천대학교), 원동욱 (동아대학교), 김태현 (중앙대학교)
최영종 (가톨릭대학교), 이승주 (중앙대학교), 황재호 (한국외대), 이근 (서울대학교), 권율 (KIEP 아시아
태평양본부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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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마카오대학-한중싱크넷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7년 12월 17~18일(일~월)
장소 제주 스위트 호텔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중싱크넷, Institute of Global and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Macau)
주제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End Game in Sight?
주요 참가자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이태환 (한중싱크넷)
이서영 (전 국방무관), 이선진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 박인휘 (이화여대), 박영호 (강원대)
신정승 (전 주중 대사),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전 해군대령), Hao Yufan (University of Macau)
Wang Jianwei (University of Macau), Chen Dingding (Jinan University), Cheng Xiaohe (Chinese
People’
s University), Fan Gaoyu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Lin Zhimin (University of Macau)
Liu Ming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IRS) and Center for Korea Studie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SASS)), Wang Peng (China Institute Fudan University)
Wang Qichao (University of Macau), Zhang Dongming (Liaoning University)

John DELURY (연세대학교), BAYASAKH Kereid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Mongolian

발표자 및 발표주제

Academy of Sciences), Nguyen Thai Yen HUONG (Academy of Diplomatic of Vietnam)

[제1세션]

LIU Ming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Sarah TEO

Fan Gaoyu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RSIS), BAYASAKH Kereid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It's time to set a timetable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rgei IGNATEV (Primakov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Jagannath PAND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Rahimah Ima ABDULRAHIM (The Habibie Center), Yonho KIM (U.S.-Korea Institut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KOBAYASHI Somei (College of Law Nihon University)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강원준 (외교부)“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제2세션]
원동욱 (동아대학교)“한국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연계협력 방안”
이상현 (세종연구소)“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평화협력플랫폼”
Jagannath PAND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인도와한국의신남방정책: 전략적통합의이해”
[제3세션]

Annual Report 2017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아세안에대한한국의신남방정책: 그맥락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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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North Korea Nuclear Crisis and Korea-US-China Relations"
Liu Ming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SASS))
“Two approaches needed with an open mind to handle the
exacerbation of North Korea nuclear/missile development”
이서영 (전 국방무관)
“U.S.-China Relation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hen Dingding (Jinan University)
“US-China Coordination and the solution of North Korea Nuclear Crisis”
[제2세션]
Lin Zhimin (University of Macau)“Adapting to US Korean policy with Trump characteristics”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전 해군대령)
"Cuban Missile Crisis and Nuclear Esca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at Leassons for US and Two
Koreas?"
Wang Jianwei (University of Macau)“Evolution of Trump's image of Kim Jong-un”

도비지원
사업

개요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Korean Peace Regime for Reunification and Denuclearization Process in Korean Peninsula-An

▶‘세계평화의

explanation with the logic of game theory”

섬 제주’국제 공론화 사업

‘세계평화의 섬’국제적 인지도 고양 및 평화의 섬 비전 실현

[제3세션]
▶

Hao Yufan (University of Macau)“How are North Korean’
s nuclear posture affecting Sino-American

제주포럼 실천 공론화 사업

relations”

- 제주포럼의 의제와 결과 연중홍보 및 전파

Wang Peng (Fudan University)

- 제주포럼비전 실현에 기여

“China-DPRK strategic interactions after Hwasong-15 launching”

▶

“Adapti

평화담론의 제주 거점화 사업
연구원 활성화 및 제주도를 평화담론의 구심점화

[제4세션]
Cheng Xiaohe (Chinese People’s University)

내역

박영호 (강원대학교)
“Nuclear Crisis and China-ROK relations”
Zhang Dongming (Liaoning University)
“Korean Nuclear Crisis and Challenges China and ROK Facing”

Annual Report 2017

“The Sino-ROK relations since Moon Jae-in comes to power”

‘세계평화의 섬 제주’국제 공론화 사업
“Jeju, Island of World Peace” 온라인 영문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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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소개 및 관련 내용 주요인사 원고 수록

제주평화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

- 국내외 주요인사 (10,000 여명) 온라인 배포 및 발행(10건)

에 제주프로세스 사업 및 제주포럼을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
고 있다.

“Jeju, Island of World Peace” 온라인 다국어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해외 주요인사 (10,000 여명) 온라인 배포 및 발행(5건)

국내·외 연구기관과의‘Joint Project’확대
	세미나/포럼 및 네트워킹 구축 : 한·중, 한·일, 한·아세안 포럼 및 공동학술회의 정례화로 다자대화

“JeJu Tube” 제작 및 배포

및 다자협력의 기반 확대

-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제주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논의관련, 주요인사 동영상 인터뷰 제작

	국제 자문 네트워크 구축 : 국제적인 학술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다수의 학

- Youtube 제작(12건) 게재 및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시 탑재

자들을 엄선하여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추진
JPI 펠로우십 강화로 연구원 외연확대 및 국제적 위상제고

‘제주포럼’실천 공론화 사업
‘제주포럼’의제 공론화 사업
- 제주포럼’의제 공론화-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3건)
‘제주포럼’결과공론화 사업
-“Jeju Forum Alumni Newsletter”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12회 제주포럼 주요의제 소개(제주포럼의 의의와 실천방안), 역대 인사회고문 수록,
주요 참여기관 소개 등
: 국내외 주요인사(10,000 여명) 온라인 배포 및 발행(10건)

평화담론의 제주 거점화사업
국내외 주요회의 제주유치사업
- 국제회의(3건) /국내회의 (9건) 개최
국내외 주요인사 제주초청사업
- Vladimir Hlasny,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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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ay Abrahamian, Pacific Forum CSIS 연구위원

네트워크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제주평화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