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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사말

Annual Report 201906 07

2019년도의 국제관계는 매년 그러하듯이 긴장과 갈등,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동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있었지만, 11월과 12월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및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통상협상에서 일차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여전히 전 세계 경제 통상 및 정치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대립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는 12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아직도 과거사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미래를 

점치기 어려운 불투명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중관계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소원하였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서 관계 

개선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제주평화연구원은 이 같은 동북아 정세 및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학술 행사를 유치하여 동북아 평화 담론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대표 국제 포럼으로 성장한 제주포럼뿐 

아니라 외교부 및 국내외 유수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평화 담론의 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북아평화협력 포럼, 한·중동 협력포럼 등 여러 국제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의 평화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내실있는 정책 보고서를 출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저명 학자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국제관계에 대한 

지적 통찰력을 ‘JPI 정책포럼’, ‘JPI PeaceNet’ 등 자체 발간물을 통하여 대내외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의 역량있는 연구자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의견을 우리의 

담론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학술회의, 기고문, 발간문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셋째, 연구원 창립의 뜻을 유지하여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지원할 지적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선포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연구원은 동북아와 한반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국제화, 

평화 거점화 그리고 지방 외교를 위해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제주평화연구원이 이룬 학술적인 노력과 성취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제주평화연구원을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뜻이 조금씩이나마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지원이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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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장   김 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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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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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제2차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 콜로키움

10.04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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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nnual Report 201908 09



02.19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학교 S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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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통일미래지도자) 공동워크샵

08.21~2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회의

09.12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협의 회의

10.14~15  제9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4  2014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0.30  2014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07  제주평화연구원-세종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 공동학술회의

11.14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SSK 연구팀 공동주최 학술회의

11.21~22  제주평화연구원-세종연구소 공동회의

02.09~10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U센터 공동학술회의 

02.25  제주평화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 공동워크숍

03.1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 세미나

05.08  한미 사이버안보 전문가 초청 라운드 테이블

06.19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

07.08  통일부장관 초청 제주평화연구원 정책간담회

07.15  동북아평화협력구상회의

07.31  제주평화연구원 정책간담회

08.24  한일관계 현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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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 워크숍

11.19  제주평화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공동워크숍

11.27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공동학술회의

12.15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교류협회 공동학술회의

12.21  제주평화연구원 학술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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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연구원 해외학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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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2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학교 이슬람권사업단 공동 워크숍 

02.06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MOU 체결 및 공동세미나 

02.14  제주평화연구원-NTU(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Roundtable

02.15  제주평화연구원-ICS Roundtable

02.20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공동세미나 

02.21~22  제주평화연구원-부경대학교 SSK 지역발전·지방정치모형구축 연구단 공동학술회의 

03.21  제주평화연구원-차하얼학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06.09  제주평화연구원-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MOU 체결 및 공동학술세미나 

06.16  제주평화연구원-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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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4  제주평화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09.05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연변대학교 공동세미나

09.07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요동대 조선반도연구소 MOU 체결식

09.07  중국 동북 3성 한국학자 간담회

09.26~27  제주평화연구원-ISRS-CIRS-DSC MOU 체결식 및 라운드테이블

10.18~19  제1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0  제주평화연구원-분리통합연구회 공동학술회의

10.31  제주평화연구원-Kroc 연구소 오찬 간담회

10.31  제주평화연구원-Liu 연구소 간담회

11.03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08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워크숍

11.24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

11.24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27~28  제14차 한-중동 협력포럼

12.15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12.17  제주평화연구원-마카오대학-한중싱크넷 공동학술회의

12.21  제9회 SSK 정책전문가 세미나

12.26~27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컨퍼런스

12.27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워크숍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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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04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 정부간관계(IGR)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01.12  제주평화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 공동좌담회 

01.15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공동학술세미나

02.02  JPI 신년 좌담회

02.20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3.27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세미나

04.19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워크숍

04.20  제주평화연구원-세종연구소-중앙일보 공동 외교안보 간담회

05.24  제주평화연구원-북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5.25  제주평화연구원-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07.13  권헌익 캠브리지대 교수 초청 공동 세미나

08.07  제주평화연구원-CENA 간담회

08.13  제주평화연구원-몽골과학아카데미산하 국제관계연구소 MOU 체결식

08.14  제주평화연구원-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자 오찬간담회

08.14  제주평화연구원-몽골전략연구소 간담회

08.28  제주평화연구원-판구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8.28  제2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08.30  제주평화연구원-복단대학교 한국학센터 공동학술회의

10.1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제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0.22  제주평화연구원-TUJ 라운드테이블

10.24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 주관 콜로키움

10.25  제주평화연구원-CICIR 간담회

10.31  제15차 한-중동 협력포럼

11.07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세미나

11.08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6회 연례공동학술회의

11.12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움

11.27  김봉현 제6대 원장 취임

11.28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12.07  제주평화연구원 기획학술회의

12.14  제주평화연구원-연세대학교 미래사업통합연구센터 공동 국제학술회의

01.14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공동학술회의

01.28  제주평화연구원 해외학자 방문간담회

01.31  제주평화연구원 발전방안 회의 

02.25~26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08.19  2019 JPI 정책포럼

08.23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민관네트워크

09.30  세계평화의 섬 2단계 평화실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10.15  제주평화연구원 ‘Jeju Forum Alumni 뉴스레터’개편 간담회

10.22  2019 제주평화연구원-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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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6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

11.06  2019년 통일교육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세미나

11.08  2019학년도 일본고베대학생단 방문기념 평화특강

11.13  제16차 한-중동 협력포럼

11.18  2019 제주평화연구원-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젠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25  2019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7회 연례공동학술회의

11.29  이어도연구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2.05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후속 사업 발굴 프로젝트’ 자문회의

12.12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후속 사업 발굴 프로젝트’ 자문회의

12.13  2019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12.16  유성진 교수 콜로퀴엄 “미국대선과 트럼프”

12.17  최병일 교수 콜로퀴엄 “미중무역전쟁 : New Normal과 한국”

12.18  권헌익 교수 콜로퀴엄 “세계내전, 한국전쟁 그리고 제주”

12.19  양운철 박사 콜로퀴엄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2019



비전

제주평화연구원은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

아를 대표하는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

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원 역할의 성공적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

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구심체로서 설립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 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및 폭넓은 학술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립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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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비영리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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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성
추진전략

 기금 규모 확대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탁용역사업 확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

 평화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강화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 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대내외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연구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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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연구연계 
체제 구축

안정적 
연구 여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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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연구

국내외 학술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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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단기

② 중기

① 장기

③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② 아태지역 평화번영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와 실천의 허브화

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원 장

 평화·안보·경제통합 영역에 대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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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학술교류가 가능한 거점 연구기관을 선택, 학술회의 집중

    다년간 공동으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온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조직

    동아시아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 구상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개최

평화협력연구부

분쟁해결연구부

지역통합연구부 

연구행정팀

전문성 강화 및 특화로 소수 정예화를 추구하며, 독자성과 창의성으로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를 창출

연구원 조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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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국제교류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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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온라인을 통한 출판물 배포로 연구원 홍보 극대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

  JPI 정책포럼, JPI PeaceNet, 연구사업보고서, 연구 총서 등의 단행본 발간을 통한 전문성 축적

출간

연구실

포럼기획팀
포럼

사무국

포럼행정팀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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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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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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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간물로 발행·배포하고 있다.

JPI Pea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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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글로벌한 1.5 트랙 온라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평화를 확립시키고 

평화 담론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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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이슈 및 정책 포커스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를 통하여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미래 아젠다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 실현을 목표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연

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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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종합포

럼으로 성장하였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

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개최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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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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정치협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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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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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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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오 前 일본 총리, 

               존 하 워드 前 호주 총리, 조 클라크 前 캐나다 총리,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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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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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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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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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2018.06.26~06.28)

     이낙연 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 71개국 5,556명 참석

제14회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쪼띤쉐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미하엘 라이터리 주한 EU대사,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말콤 턴불 전 호주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리쟈오싱 전 중국외교장관, 림족호이 ASEAN 사무총장, 

    마틴 자크 캠브리지대학교 선임연구원 등 83개국 5,895명 참석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2019년	5월	29일~31일

주제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Asia	Towards	Resilient	Pea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결과

행사 개요

주제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Asia Towards Resilient Pea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일시 2019년 5월 29일(수) ~ 5월 31일(금)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파트너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외교원, 국제개발협력학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다마대학교, 동경도 윤

리법인회, 동북아역사재단, 미국 국무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백년경영개발기구, 서울제주균형발전위원회, 서울제주특

별자치도민청년회, 섬관광정책포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우드로윌슨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간개발연구원, 제주

4.3연구소, 제주관광공사,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국제협의회, 제주대학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여성가족연구

원, 제주연구원,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중앙일보, 최종현학술원, 통일연구원, 평창군, 프리드리히나우만재

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유럽학회, 한

미클럽,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 

협찬  국민은행, 대한항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한라산, 한국관광공사, 블랙야크 

제14회 제주포럼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서 열렸으며‘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Asia 

Towards Resilient Pea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을 주제로 83개국 5,895명의 참가자가 5개 분야 총 71개 회의에 참여

했다. 특히 개회식에 국내외 현직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글로벌 평화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첫째, 시의성 높은 세션 기획과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5월 30일 오전에는 전 세계적 이슈인 미중 관계에 대한 전

체세션이 개최되었다. 이 세션에는 미중관계에 대한 국제적 권위자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석좌교수, 마틴 자크 캠브리지

대 선임연구원, 그리고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전개될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개회식과 세계지도자세션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하여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말콤 

턴불 전 호주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참석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자협력과 통

합을 증진하고 회복탄력적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5월 29일에 개최된 외교관라운드테이블에는 주한 미

국대사 등 주요국 주한대사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하여 아시아의 회복탄력적 평화를 위해 외교의 역할과 과제에 대

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둘째, 우리 정부의 주요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신남방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클러스터 세션이 개최되었다. 이번 

클러스터 세션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림족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쪼띤쉐 미얀

마 국가고문실 장관 등 전·현직 인사가 대거 참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공공포럼으로서의 국내외적 위상이 대폭 제고되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방북 경력이 있는 세계경제포럼 한반도 미래

위원회와 미국 내 정책 연구 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세션 기획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중국 국무원, 

싱가포르 난양공대, 그리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 및 지자체에서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 국내외적 인지도가 대폭 제고되었다.

넷째, 참관자들을 위하여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제주포럼 전용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통해 포럼에 대한 정보를 신속

하게 전달하였고 주요 세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포럼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 참관

단 확대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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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도자세션

 일시 및 장소 5월 30일 10:20-12:30, 탐라홀

 프로그램 주제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기조연설 및 토론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기조연설 및 토론 말콤 텀블 전 오스트리아 총리

 기조연설 및 토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전체세션 Ⅰ

 일시 및 장소 5월 30일 09:00-10:00, 탐라홀

 프로그램 주제 미중관계의 미래를 묻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의 운명

 강연 및 대담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

 강연 및 대담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장관

 강연 및 대담 마틴 자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선임연구원

 대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전체세션 Ⅱ

 일시 및 장소 5월 31일  11:10-12:10, 탐라홀

 프로그램 주제 회복탄력적 도시만들기: 협력과 리더쉽의 역할 

 강연 및 대담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대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및 정책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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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공동연구 2019.01-12 공동연구

지역 간 연대를 통한 평화구축: 담론과 실제 도종윤 2019.01-12 개인연구

비인도적 무기 금지운동: 성공요인의 분석 한인택 2019.01-12 개인연구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정책 결정요인 분석 손정욱 2019.01-12 개인연구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 학술회의
도종윤 2019.08-09

제기기관
:세종연구소

제16차 한-중동 협력포럼 기획 및 운영 도종윤 2019.10-12
제기기관
:외교부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도종윤 2019.07-12
제기기관
:외교부

 

2019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2017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반전

을 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사상최초로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중

대한 시점(critical juncture)에서는 특히 각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인

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각국 지도자들의 결정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국

민의 여론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2019년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국제질서와 양자관계에 관하여 가진 인식에 대해 체

계적으로 조사해서, 공공외교나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

을 구현하는 데 주는 함의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 간 연대를 통한 평화구축: 담론과 실제 

이 글은 지역주의-지역간주의가 도시외교의 담론으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연결고리를 포착하여 이것

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평화 담론은 학계의 몫으로, 평화의 기획과 

실천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도시(city),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현황

자체연구과제

2019년 제주평화연구원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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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province)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을 통해 평

화를 연대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글은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 관점에서 지

역 협력의 동력이 단지 국가 중심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의 공통적 관심을 응집하여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평화에 한 공감 확산을 위한 담론/이론적 근거로‘지역주의’및‘지역 간주의’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인‘도시’를 지역 간 연대에 기초한 평화 구축 담론으로 정하고 그 실

천적 사례를 고찰하였다.

 

비인도적 무기 금지운동: 성공요인의 분석

대인지뢰, 확산탄, 핵무기 등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속속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

고 있다. 이들 국제협약의 체결에는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는 운동을 벌인 NGO의 역할이 지대하였

다. 지뢰금지 국제운동(ICBL)은 대인지뢰금지협약(Ottawa Treaty) 의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핵무기폐기 국제 운동(ICAN)은 핵무기 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의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NGO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아직 NGO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지식의 공백을 메우고자 이 연구에서는 비인도적 무기 금

지운동에서 나타난 NGO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정책 결정요인 분석

최근 일본 대외정책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중 간 세력전이라는 국제정치적 구조 변화에 

주목하거나, 정치세력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정당 리더십의 특성 등 국내정치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

다. 하지만 나름의 유용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들은 자칫 결정론적 시각에 머무르거

나 사후적 설명에 그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함

의와 전망을 제공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

로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변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한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

governmentalism)에 주목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전후 일본 지역주의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유

형화하고, 각 정권의 지역주의 정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기반한 유형화 작업과 함께 일본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향후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 학술회의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결, 남북한의 대치구도, 한국과 일본 및 중국과 일본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서 해묵은 갈등이 상호신뢰의 수준을 확대하는 장애물로 작용했고 그 때문에 신뢰구

축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1개의 회의를 구성하여 제1패널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관한 거시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환경오염에 관한 넓은 의미의 환경오염

에 대하여 국내 정책의 현황 등을 토론, 제2패널은“월경성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대응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주요국들이 월경성 환경오염(미세먼지 포함)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

을 짜도록 우리가 선도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제16차 한-중동 협력포럼(The 16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

결한 정치적·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

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중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

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15회의 한-중동 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

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

견을 교환하여 왔다. 

   제16차 한-중동 협력포럼은 외교부와 아랍에미리트 외교국제협력부의 후원 하에 한국-아랍소

사이어티(KAS), 제주평화연구원(JPI), 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ECSSR)의 공동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한-중동 협력의 새로운 지평 개척(Mapping Paths to 

New Frontier of Korea-Middle East Cooperat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급변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맞추어 한-중동협력의 패러다임을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였

다. 3개의 세션을 통해‘역내 안보·안정을 위한 방안’, ‘포스트오일 시대의 한- 중동 간 경제 협력 

구상’,  ‘공공외교를 통한 인적유대 구축’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과 중동의 정·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및 대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양지역 안보, 경제, 문화 분야별 발전 및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9 동북아협력포럼

2019년 제6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 및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트랙 1 및 트랙 1.5 차원(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회의로서 동 구상을 국제사회

에 알리고 향후 추진 어젠다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외교부가 후원하

고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서울에서 개

최되었으며 역내 주요국(한·미·중·일·러·몽) 및 역외 대화파트너(호·뉴·EU·ASEAN·OSCE)의 

정부·기구 대표와 민간 인사들이 참석하여“동북아 평화·번영: 한반도와 동북아의 연결”이라

는 주제로“동북아 철도공동체”,“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동북아 역내 재난 예방 및 대응”, 

“한·일·중 3국 릴레이 올림픽 개최 계기 분야별 협력”등 다양한 차원의 다자협력 추진을 모색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을 심화시키고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다자협력을 더

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JPI Research Project)

JPI Research Project 32(2019-01)

지역 간 연대를 통한 평화구축: 담론과 실제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II. 지역주의를 넘어서: 지역간주의의 한 

   형태로서 도시외교  

   1. 지역주의  2. 지역간 주의 

III. 도시외교

   1. 도시외교 담론  2. 도시외교의 범위    

IV. 도시 외교의 실제: 평화를 위한 시장 연합(Mayors for Peace) 

    1. 배경  2. 의무와 활동 

V. 결론

JPI Research Project 33(2019-02)

비인도적 무기 금지운동: 성공요인의 분석

I. 서론 

II. NGO와 초국적 네트워크의 부상과 영향력

III. 비인도적 무기 금지협약의 사례 

   1. 대인지뢰 금지협약

   2. 확산탄 금지협약

   3. 핵무기 금지협약 

IV. 정책적 함의

JPI Research Project 34(2019-03)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정책 결정요인 분석

I. 서론

II. 이론적 분석틀

   1. 기존의 설명들

   2. 새로운 분석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III.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유형

   1. 친 동아시아 유형(pro-East Asia type): 

      오부치 정부 

   2. 확장된 아시아 유형(expanded-Asia type): 고이즈미 정부 

   3. 상호작용형(interactive type): 하토야마 정부 

   4. 반응형(reactive type): 요시다 독트린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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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
(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6

2019 JPI 정책포럼 시리즈: 2019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2019년 오프라인으로 발간된 

원고를 단행본으로 엮었다.

제1부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정치적 실천: 지역

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제2부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2019 한일관

계의 해법 모색

제3부 미중일 여론과 우리 공공외교의 방향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7

2019 JPI PeaceNet 시리즈: 2019 동아시아 평화

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19년 온라인으로 발간된 

원고를 국영문 합본 형식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제1부  글로벌 정치와 미래의 도전 과제 

제2부 한반도와 국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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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2019년 제

주평화연구원 연구과제로서 아래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  도종윤 “동아시아 평화인식 조사: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을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사

와 변화의 추이” 

제2장   손정욱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석: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한일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제3장   한동균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출간
사업

정기간행물

JPI 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JPI 정책포럼

No. 제  목 저  자

1
EU 상설구조적협력(PESCO)의 내용과 과제: 

동북아 지역주의 형성과 다자 안보 협력에 주는 시사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2 신자유주의 종언과 제2차‘거대한 전환’의 도래?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3
홍콩 시위와 민주화:

 “일국양제(一國兩制)”실험의 위기를 통한 민주주의 전환
최경준(제주대학교)

4 수출관리 교섭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권두논문) 사이토 고스케(요코하마 국립대학교)

5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이정환(서울대학교)

6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손열(연세대학교)

7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원덕(국민대학교) 

8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우완영(성균중국연구소)

9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고바야시 소메이(니혼대학교)

10 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발간물 배포현황(2019년 12월 기준)

-JPI 정책포럼: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6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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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전망 이성우(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2
The Role of Chinese Influence in the Second 

Trump-Kim Summit
Lee Seong hyon(세종연구소)

3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핵 및 인권 홍기준(경희대학교)

4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이성우(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5
Vietnamese Perceptions of South Korea and South 

Koreans

Nguyen Thi Thuy Hang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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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No. 제  목 저  자

6
2019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에 비춰본 

한반도 비핵화 전망
이성우(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7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 Nguyen Thi Thuy Hang(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8 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내 반응: 공통성과 다양성 김연호(한미경제연구원)

9 유럽연합(EU)은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에 대해 왜 침묵하였을까?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10
The Next Stage of the Korean Peace Process-Why 

Seoul Remains Optimistic After Hanoi
문정인(연세대학교)

11 2019년 아베정부의 외교: 한국, 한반도, 동아시아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12 중국의 일대일로 유럽진출 시도와 유럽의 대응 안상욱(부경대학교)

13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의 중요성과 발전방향 오은경(동덕여자대학교)

14 2019 제주포럼 대주제 제주평화연구원

15 Time for a Helsinki-Style Negotiation John J. Maresca(Former US Ambassador)

16
A Second Korean War?: US-China Relations, 

Thucydides, and War
Graham Allison(Harvard University)

17 ‘세계평화의 섬’제주의 상징성과 글로벌 경쟁력 엄태윤(한양대학교)

18
When China and the US Collide:

The End of Stability and the Birth of a New Cold War
Martin Jacques(Cambridge University)

19
Climate Change belongs on the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Ellen Laipson(George Mason University)

20 Peace in Northeast Asia: the U.S.-China relationship Yan Xuetong(Tsinghua University)

21
Comprehensive Peace and Security Zone in Korea 

and Northeast Asia

Peter Hayes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 Sustainability )

22
After the Nuclear Negotiations: Sustaining Peace 

in Northeast Asia

Gareth Evan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3
Multilateral Diplomacy and the Korean Peninsula: 

Lessons from Conflict Resolution
Landon E. Hancock(Kent State University)

24 수출관리 교섭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 사이토 코스케(요코하마 국립대학교)

25 홍콩사태 악화일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셈법을 모색해야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26 미중 무역전쟁은 패권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27 북한의 단계적 조치 요구와 비핵화 협상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28 미국은 왜 다자무역체제를 무력화하려 하나 윤성혜(원광대학교)

29 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고유환(동국대학교)

30 주춤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명과 암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Jeju, Island of World Peace 발간 현황(온라인 영문  배포)

Jeju, Island of World Peace

No. 제  목 저  자

1

Governor Won Hee-ryong’s Message on the 14th 

Anniversary of Jeju Island’s Designation as an

 “Island of World Peace”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Regime

The Recent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Jeju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

Recent Developments in Korea and the Role fo Jeju Island

The Disputed Deployment of Japan Self-Defense 

Forces to Ishigaki Island

우정엽(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Somei Kobayashi(니혼대학교 조교수)

3

Jeju’s Strategy for Peacebuilding

US intelligence had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 

Korean politics during the cold war

Douglas Yates(프랑스 파리 미국대학원 교수)

Tim Shorrock(미국 탐사전문기자)

4
People have to see and hear, what is happening to individuals

Erich Maria Remarque - A Global Icon for Resilient Peace
Thomas F. Schneider(독일 레마르크 평화박물관장)

5

Jeju as“the Island of World Peace”and

the New Direction for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고성준(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6

Jeju, the Possibility of Playing a Pivotal Role for the 

Peace and Human Rights Community in Northeast Asia  

- Beyond Settling and Revealing the Historical Issues 

regarding Jeju 4.3

김인회(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 Potential of Jeju Building Lasting Peace through Logistics 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8  Social Value of‘Jeju Water’and World Peace 이용재(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9
Go back in Time to When the

 “Island of World Peace”Was First Promoted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10

History and the Future of Peace on Jeju Island:

from a Symbol of Frontier towards Peace 

in Northeastern Asia

송재호(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국제공론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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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ju Forum Alumni Newsletter 발간현황(온라인 영문 배포)

 Jeju Forum Alumni Newsletter

No. 제  목 저  자

1

● Opening Remarks from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lenary] Destined for War?: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주요 참여기관 소개(The Wilson Center, 사단법인 한국유럽학회)

● Jeju Peace Institute 

2

● Asia Towards Resilient Pea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주요 참여기관 소개(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동아시아 재단)

● Jeju Peace Institute 

3

● [Denuclearization Cluster I]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주요 참여기관 소개(최종현 학술원,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 Jeju Peace Institute 

4

● New Southern Policy: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ver the Past Two Years

주요 참여기관 소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한국국제교류재단)

● U Kyaw Tint Swe(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

5
● Is Global Nuclear Disarmament an Impossible Dream?

주요 참여기관 소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아셈노인인권 정책센터)
 ● Gareth Evans(호주 국립대 총장)

6

● The Long-Term Prospect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ur Scenarios 

주요 참여기관 소개(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신기욱(스탠퍼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7
● Security Architecture for Peace

주요 참여기관 소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연구원)
 ● 최우선(국립외교원 교수)

8

● South Korea’s Multilateral Cooperation Diplomacy: 

Development and Future Tasks

주요 참여기관 소개(국립외교원, 제주국제연수센터)

 ●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9

 ● US Indo-Pacific Strategy and Direction for US-ROK 

Cooperation
주요 참여기관 소개(제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

● 최원기(국립외교원 교수)

10

● 동북아의 평화, 공생 그리고 연계 : 오키나와를 통해 보는 ‘또 
하나의 길’의 가능성 

주요 참여기관 소개(국제개발협력학회, 아시아·태평양 핵비확
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 니시하라 가즈히사(세이조대학 교수)

*‘제주포럼’실천공론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됨

*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제주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주요인사 동영상 인터뷰

 JPI PeaceTalk(“Jeju Tube”) 발간 현황(온라인 영문 배포) 

 JPI PeaceTalk (“Jeju Tube”)

No. 제  목 참가자

1
Lessons from EU integr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Heinz Fischer(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2 Rethinking Future Risk in the Indo-Pacific Malcolm Turnbull(전 호주 총리)

3
 Middle-Power Cooperative Action and Lessons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Gareth Evans 

(전 호주 외교부장관, 호주 국립대학교 총장 )

4
Sustained Negotiations and the Path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Robert Gallucci 

(전 미·북 제네바 수석대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석좌교수)

5
Sino-US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Yan Xuetong(중국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6
Lessons from ASEAN Cooperation for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Marty Natalegawa(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7 Remembering the Past through Literature and History Thomas Schneider F.(독일 레마르크 평화박물관 관장 )

8
North Korea’s Nuclear Motivations and Negotiating 

Denuclearization
Joel S. Wit(38노스 대표,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9
Robust Institutions and Rules for 

East Asian Trade Stability

Yorizumi Watanabe(일본 관서국제대학 국제커뮤니케이션 

학부 학부장,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10
The Future of International Norms and 

Regulating Cyberspace

Daniel Stauffacher 

(ICT4Peace 재단 소장, 전 스위스대사)

11
Future role of Jeju Island in Developing 

Sustainable Tourism
Randy Durband(세계지속가능관광위원회 회장) 

12
Westerm Civilization Disrespect and Implications 

for the US-China Relationship
Martin Jacques(영국 캠프리지대학교 선임연구원 ) 

13
Importance of building future-oriented relationship 

and East Asian Community Initiative
Yukio Hatoyama(전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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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일시 2019년 1월 14일(월) 14: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주제 한반도 평화와 EU의 역할 

주요 참가자

기지윤(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윤덕민(한국외국어대학교), 

김시홍(Jean Monnet 석좌교수 / 한국외대 EU센터소장), 이성우(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홍기준(경희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한반도 평화와 북핵”

윤덕민(한국외국어대학교)“한반도 평화와 북핵: 북핵 위기는 과연 해소되었는가?” 

홍기준(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 2019 한국유럽학회장)“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핵 및 인권”

[제2세션]“평화 구축을 위한 지역 간 협력”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한-EU 위기 관리협정과 양자관계”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EU의 PESCO 출범과 향후 발전 방향” 

학술회의 
개최

국내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 해외학자 방문간담회 

일시 2019년 1월 28일(월) 14: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일본의 對韓인식 현황과 개선방안”

주요 참가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고바야시 소메이(니혼대학교 / 前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일본의 對韓인식 현황과 개선방안”

고바야시 소메이(니혼대학교 / 前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제주평화연구원 발전방안 회의 

일시 2019년 1월 31일(목) 15:00~17:3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회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2019 제주평화연구원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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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가자

고영순(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고충석(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기지윤(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식(제주평화연구원), 오춘월(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이성우(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조상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한용택(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제주평화연구원 발전방안”

이성우(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Big Data에 기초한 평화지수 연구를 중심으로”,

 “평화친화도시 관련 평가지수 개발 및 운영”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소다자협력과 인식공동체를 통한 제주프로세스 2.0 추진”, 

 “북한의 국제체제편입을 촉진하는 남북협력방안 연구”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시아 평화 레짐 형성을 위한 외교적 기여 방안 연구: 

동북아 지역주의 담론의 형성과‘동북아 평의회’구상“,  

 “도시외교(City Diplomacy) 연구: 평화도시 연대의 실천”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14:00~20:00, 2월 26일(화) 10:00~12: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주제 중동 정세 불안정과 평화의 길 모색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김강석(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남옥정(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장세원(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엄익란(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홍미정(단국대학교 중동학과), 구기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송상현(단국대학교 중동학과), 윤현호(단국대학교 아랍문화연구소), 오유진(단국대학교 아랍문화연구소)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김강석(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중동의 정치 불안정성: 초국가 정체성의 파급 효과” 

남옥정(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예멘의 내전 양상과 불안정성 요인”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중동지역 불안정 요인과 우리의 대응방향”

[제2세션]“중동 평화의 모색” 

구기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평화와 민주화를 위한 외침: 이란 녹색운동 10주년의 의미” 

송상현(단국대학교)“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추진 배경과 과제”

[제3세션-라운드테이블]“중동 정세 전망 및 평화 모색” 



Annual Report 201936 37

2019 JPI정책포럼  

일시 2019년 8월 19일(월) 14:00~17: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2019 한일관계의 해법 모색

주요 참가자

강근형(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강하성(제주평화연구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손열(연세대학교), 이상현(前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이원덕(국민대학교), 

이정환(서울대학교), 임동진(순천향대학교 /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최현정(제주평화연구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한유진(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2019 한일 관계의 진단”

손열(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2019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한일 갈등의 구조와 거시 대응의 방향”, 

이정환(서울대학교)“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제2세션]“한일관계의 미래”

이원덕(국민대학교)“대결로 치닫는 한일 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2019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민관네트워크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10:00~16:00

장소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주제  월경성(越境性) 환경오염: 동북아시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주요 참가자

강찬수(중앙일보),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김성진(한양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박기홍(광주과학기술원), 심창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이숙(광운대학교),

이동규(대통령산하 국가기후 환경회의), 이재승(고려대학교), 이태동(연세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관한 거시적 관점”

이재승(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환경평화와 국제협력의 이론적 고찰”

윤이숙(광운대학교)“Battling Yellow Dragon : 동북아시아 기후변화, 사막화, 월경성 대기오염”

이동규(대통령산하 국가기후 환경회의)“기후변화-대기오염-에너지 NEXUS”

강찬수(중앙일보)“환경 위기, 안목을 넓혀야 해결할 수 있다”

[제2세션]“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네트워크 구축”

심창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월경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대응 네트워크 구축”

이태동(연세대학교)“월경성 대기오염 다자간 국가결정기여 협약”

박기홍(광주과학기술원)“동북아 미세먼지의 과학적 진단을 위한 국제공동 네트워크 구축”

김성진(한양대학교 에너지 거버넌스 센터)“초국경적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환경협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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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2단계 평화실천 사업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일시 2019년 9월 30일(월) 14:30~17: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2019 제주특별자치도청 추경사업“17대사업 종합적 평가재정비와 신규사업 발굴지원”

주요 참가자

고성준(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김선현(제주국제평화센터장), 

김태윤(제주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양정심(4.3평화재단), 오춘월(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

력과), 이광철(한국국제교류재단),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임동진(순천향대학교 / 제주평화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세계평화의 섬 17대사업 추진현황 소개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제2세션-라운드테이블]“세계평화의 섬 1단계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2단계 평화실천 

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 방안과 신규사업 아이템 논의” 

김태윤(제주연구원), 양정심(4.3평화재단)      

이광철(한국국제교류재단)

임동진(순천향대학교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춘월(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한인택 연구위원(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Jeju Forum Alumni 뉴스레터’개편 간담회 

일시 2019년 10월 15일(화) 14: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제주평화연구원‘Jeju Forum Alumni 뉴스레터’개편

주요 참가자

강찬구(동아시아재단),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박종홍(디자인 파코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최현정(제주평화연구원), 한유진(제주평화연구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강찬구(동아시아재단)“글로벌 아시아 저널 출판에 대한 주요 실무요약”

박종홍(디자인 파코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웹사이트의 다양화 및 개선안”

2019 제주평화연구원-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15:30~17: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주제 권력 변화와 동아시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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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최현정(제주평화연구원), 권혁용(고려대학교), 유항근(중앙대학교), 이양호(고려대학교), 

조계원(고려대학교), 지은주(고려대학교), 최인숙(고려대학교), 강나라(고려대학교), 김다함(고려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지은주(고려대학교)“힘의 균형의 변화와 양안관계”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지역 협력의 정치경제-제주의 시사점”

[제2세션-라운드테이블]

권혁용(고려대학교), 유항근(중앙대 명예교수), 이양호(고려대학교)

조계원(고려대학교), 지은주 (고려대학교)

최인숙(고려대학교),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9년 통일교육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세미나

일시 2019년 11월 6일(수) 16:00~18:00

장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글로벌센터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통일교육원

주제    한반도 평화와  신한반도 체제의 과제

주요 참가자

민경태(통일교육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차문석(통일교육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민경태(통일교육원)“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의 가능성 모색”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미중관계 변화와 신한반도 체제의 방향 모색”

2019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7회 연례공동학술회의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13:30~17:30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진양현석관

주최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제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주의 역할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남기정(서울대학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서영빈(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안재홍(녹색당 제주지부 정책위원회), 양운철(세종연구소 /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양정필(제주대학교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오지현(제주평화연구원), 이창익(제주대학교), 

조성윤(제주대학교), 최경준(제주대학교), 최진석(일본 히로시마대학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동아시아 주요국 관계의 변화와 미래”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한중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제주의 발전 방향”

남기정(서울대학교)“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 재구축”

[제2세션-라운드테이블]

조성윤(제주대학교), 남기정(서울대학교)

안재홍(녹색당 제주지부), 양운철(세종연구소)

이창익(제주대학교), 최경준(제주대학교)

최진석(일본 히로시마대학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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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연구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13:00~17:300

장소 제주 하워드존슨호텔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이어도연구회  

주제 동아시아 해양평화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

주요 참가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김진호(단국대학교), 

이서항(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지용(계명대학교), 이준성(이어도연구회), 

고충석(이어도연구회), 주민욱(이어도연구회), 김보근(한겨레신문), 

이정우(21세기전략연구소), 김순임(이어도연구회), 김문(前 서울신문),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고경민(제주특별자치도청)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중국의 해양전략과 회색지대전략”

이서항(한국해양전략연구소)“중국의 회색지대전략과 해상민병대”

이지용(계명대학교)“중국의 해양전략과 회색지대전략: 역사적 / 이론적 접근”

주민욱(이어도연구회)“중국 언론을 통해 본 해상민병대”

[제2세션]“동아시아 해양평화와 중국 해상민병대”

이정우(21세기전략연구소)“독도수비대의 경험을 통해서 보는 해상민병”

김진호(단국대학교)“중국 해상민병대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제3세션]“지속가능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에 대한 고찰 및 평가”

고경민(제주특별자치도청)“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새로운 평화실천 프로그램”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후속사업 발굴 프로젝트’ 자문회의

일시 2019년 12월 05일(목) 14:00~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후속사업 발굴 프로젝트 자문회의

주요 참가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백우열(연세대학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양운철(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임동진(순천향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신상범(연세대학교), 이영훈(SK 경영경제연구소), 김새미(한양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신동북아시대의 정치이념과 정책방향

신상범(연세대학교)“평화의 섬과 환경”

이영훈(SK 경영경제연구소)“평화의 섬과 평화산업”

김새미(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평화의 섬과 문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후속사업 발굴 프로젝트’ 자문회의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4:00~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후속사업 발굴 프로젝트 자문회의

주요 참가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변종헌(제주대학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양운철(세종연구소 /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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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진(순천향대학교 /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홍용표(한양대학교), 최진우(한양대학교), 김지영(통일교육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김지영(통일교육원)“평화의 섬과 남북관계”

최진우(한양대학교)“평화의 섬과 동북아 국제관계”

김지영(통일교육원)“평화의 섬과 평화교육”

2019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일시 2019년 12월 13일(금) 13:30~15:30

장소 국립외교원 1층 어학강의실 A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아시아: 다자주의를 되돌아본다

주요 참가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이용욱(고려대학교), 이무성(명지대학교), 

이신화(고려대학교),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이용욱(고려대학교)“한국의 동아시아 다자금융외교의 성과와 한계”

이무성(명지대학교)“The Impact of Regional Cooperation on Regional Conflicts”

이신화(고려대학교)“Regional Stakes and the Pursuit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omentum in Northeast Asia”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다자주의와 소다자주의”

유성진 교수 콜로키움“미국대선과 트럼프”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4: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미국정치의 변화와 트럼프 그리고 2020 대선: 쟁점과 전망

주요 참가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최경준(제주대학교), 유성진(이화여자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유성진(이화여자대학교)“미국정치의 변화와 트럼프 그리고 2020 대선: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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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교수 콜로키움“미중무역전쟁 : New Normal과 한국”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10: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남북관계의 미래와 제주의 역할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최병일(이화여자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최병일(이화여자대학교)“미중무역전쟁 : New Normal과 한국” 

권헌익 교수 콜로키움“세계내전, 한국전쟁 그리고 제주”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15:00~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세계내전, 한국전쟁 그리고 제주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양운철(세종연구소), 권헌익(캠브리지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권헌익(캠브리지대학교)“세계내전, 한국전쟁 그리고 제주”

양운철 박사 콜로키움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일시  2019년 12월 19일(목) 15:00~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이상현(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

위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양운철(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양운철(세종연구소 /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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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2019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일시 2019년 11월 5일(화) ~ 6일(수)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공동주최 세종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주제  동북아 평화·번영: 한반도와 동북아의 연결

       Part 2 :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방안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정서용(고려대학교), 

요한 C.I. 퀼렌스턴(스톡홀름 환경연구원), 빈두 로하니(Clean Air Asia이사  /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프랭크 머레이(머독대학교), 치 치하오(중국환경과학연구원), 헬레나 몰린 발데즈(기후·청정대

기연합(CCAC) 사무국장), 윤이숙(광운대학교), 주 슈(이클레이 동북아시아 사무소 중국지역대표)

발표자 및 발표주제 

프랭크 머레이(머독대학교)“Strategies and experiences to reduc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neighbouring countries”

요한 C.I. 퀼렌스턴(스톡홀름 환경연구원)  “Development of National Air Pollution Policy and Inter-

governmental Agreements in Europe and implications for Asia”

헬레나 몰린 발데즈(기후·청정대기연합(CCAC) 사무국장)

 “Collaboration & strategies to address air pollution & climate  -Multiple benefits approach-”

빈두 로하니(Clean Air Asia 이사 /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Strategies for Reducing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윤이숙(광운대학교)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Desertification, DSS, and Policy Responses”

주 슈(이클레이 동북아시아 사무소 중국지역대표)  “East Asian Cities Join Hands in Clean Air 

Actions”

치 치하오(중국환경과학연구원)“Experience of regional joint prevention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in China”

2019학년도 일본고베대학생단 방문기념 평화특강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Why Peace is Another Name for Jeju

주요 참가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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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Why Peace is Another Name for Jeju”

제16차 한-중동 협력포럼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09:30~17:00

장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아랍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ECSSR)

후원 외교부

주제    Mapping Paths to New Frontier of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김은비(국방대학교), 김진수(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남형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박영규(주 아랍에미리트한국대사관 공사), 서형원(퓨전 국악공연단‘공명’대표),

엄익란(단국대학교), 윤영관(전 외교부 장관),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연호(연세대학교),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표철민(4차산업혁명위원회 / 체인파트너스), Abdullah Al 

Suwaidi(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 Ahmed Al Mulla(UAE대학교), Humaid Al Hammadi(한-UAE친선협

회장), Mohammed Al Bechari(세계무슬림공동체위원회), Mubarak Al Zaabi(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 

Obaid Al Zaabi(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 Oumaima Fatih(전 한국관광협회 글로벌홍보대사), 

Yousef Al Hinai(술탄카부스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역내 안보·안정을 위한 방안”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Ahmed Al Mulla(UAE대학교)

[제2세션]“포스트오일 시대의 한-중동간 경제 협력 구상”

표철민(4차산업혁명위원회/체인파트너스),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Yousef Al Hinai(술탄카부스대학교), Humaid Al Hammadi(한-UAE친선협회장)

[제3세션]“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서형원(퓨전 국악공연단‘공명’대표), Mohammed Al Bechari(세계무슬림공동체위원회)

Oumaima Fatih(전 한국관광협회 글로벌홍보대사)

제주평화연구원-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젠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15:00~18:00

장소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젠더연구소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젠더연구소

주제 Shared Visions for Korea-Japan Relations: Globalism, Peace, and Gende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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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제주평화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제주

프로세스 사업 및 제주포럼을 알리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Joint Project’확대

   세미나/포럼 및 네트워킹 구축 : 한·중, 한·일, 한·아세안 포럼 및 공동학술회의 정례화로 다자대화 및 다자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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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한국대사관

주요 참가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최현정(제주평화연구원),

SaSaki Yasuko(Ochanomizu University), Shin Ki-young(Ochanomizu University), Kobayashi 

Makoto(Ochanomizu University), Itai Hiroaki(Ochanomizu University), Motoyama Hisako(Ochanomizu 

University)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

싱가포르 ISAES-Yusof Ishak Institute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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