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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취임

2009

맥아더재단 ‘아시아 안보 이니셔티브’(ASI)의 핵심연구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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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창립 10주년 기념 강연회 개최

EAI 소개
EAI(East Asia Institute·동아시아연구원)는 2002년에

후원안내
EAI는 개인·기업·단체의 기부금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설립된 비영리·독립·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사회과학 분야

EAI의 목적과 취지를 함께하고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실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

의 학제 간 연구와 국내외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다. 후원회원은 EAI에서 진행하는 강연 및 세미나 참석 기회와 더불어 연구보고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생산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

단행본, 뉴스레터 수신 등 다양한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은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가능하며,

고 있습니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세

문의사항은 02-2277-1683(내선 2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적으로 인정받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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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Knowledge-Net for a Better World

국제사회 형성에 기여합니다.
■미
 래를 향한 국가 대전략적 사고 아래 민주주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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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or.kr

<EAI-KF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그램 개시

facebook.com/EastAsiaInstitute

체 형성과 평화로운 동아시아 구현을 위한 정책을 연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창립총회 개최

instagram.com/eai_korea

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전파합니다.

youtube.co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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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원장 손열 연세대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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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안보, 지역연구, 민주주의, 미래혁신 연구 등을 바
탕으로 한국의 ‘안’과 ‘밖’을 엮어 미래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
 육과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
어갈 젊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연구 개시
<Global North Korea> 대북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제작
2019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 개방된 사회에 기초한 평화로운

미국 외교관계평의회(CFR)의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C) 창립기관으로 선정
2013

향하며, 관용, 책임감, 다양성, 투명성, 기회 평등성을

무역·기술·변환 연구센터, 미래혁신연구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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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
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EAI에서는 8개의 연구센터(국가안보연구센터, 중국연구센
터, 일본연구센터, 북한연구센터, 여론분석센터, 민주주의협
력센터, 미래혁신연구센터,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를 운
영하고 있으며 6개 핵심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21세기 새
로운 문명 표준에 걸맞는 정책적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중경쟁과 한국의 전략
EAI는 2018년부터 중장기 연구 사업으로 <중국의 미래 성
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중국의 변화가 인류의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아-태 질서 설계도를 마련하고, 한
국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역·기술·에너지 질서의 미래

출판물

EAI는 2019년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세계
정치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저요인으로서 경제·기술·안보 사
이의 상호작용을 주목하고, 세계질서 변환의 주요 특징에 대
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제시합니다. 미중경쟁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대응전략 등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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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는 2018년 “대북 복합전략
영문 웹사이트” Global NK를 구
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외부 기관의 북한 관
웹사이트 바로가기 : www.globalnk.org
련 발간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인식 차이를 통계로 분
석하고 전문가 코멘터리를 제공하는 등 북한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AI는 2013년부터 일본의 겐론NPO와 함께 한일국민을 대
상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토대로 <한일미래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 청년-기성 세대가 함께 논의하는 <EAI 시국 토
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일 간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협력
EAI는 민주주의협력센
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아
시아 지역의 활발한 민주
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아시아민주주의
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와 ‘미얀마시민사
회역량강화(Strengthen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Myanmar)’ 운영을 통해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권
과 민주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과 거버넌스
EAI는 한국정치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전을 제
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여러 측면에서 조망
하고, 과거사 평가, 사회 참여, 갈등 인식, 대외 인식 등 다양
한 주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
터 진행해온 <한국인의 정체성> 시리즈, <변화하는 한국유권
자> 시리즈와 함께 2019년 신설된 미래혁신연구센터를 중
심으로 EAI 정책토론회 개최 및 BTS 매력국가론 연구팀을
발족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 성과를 단행본, 영
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EAI 논평,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으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또한 EAI의 다양한
활동 및 연구결과는 홈페이지, 페이
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학술·교육 프로그램
■ EAI 사랑방
EAI는 19세기 박규수의
사랑방의 뜻을 이어받아
새 시대를 열어갈 국제정
치 전문가와 외교관을 육
성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하
는 세미나와 자유토론, 현장답사 및 답사기 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AI 인턴십
EAI에서는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Stanford University, College of William & Mary,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과 인턴십 협약을 맺어 6~8주
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AI 장학생
EAI에서는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EAI 장학생
멘토링 캠프, EAI 학술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으며 일부 학생들에게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