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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메시지

청소년기에접어든 EAI는지난 2년동안도한국의 EAI에서아시아의 EAI로몰라보게부쩍컸습니다. 국내외에서지적
아이돌로주목을받기시작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자랑스럽고한편으로는조심스럽습니다. 다시한번오늘의 EAI를
겸손하게성찰하고세계의EAI라는새로운내일을준비할때입니다.

21세기는동아시아의세기입니다. 그러나‘동아시아바로보기’와‘동아시아바로품기’는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중국의빠른부상과함께근대적서양의단안單眼만으로동아시아를제대로읽기는어렵습니다. 그렇다고전통적동양의

단안만으로동아시아를새롭게읽을수도없습니다. 그속에서 EAI는동양과서양의복안復眼으로동아시아를제대로바
라다보고또품어보려는실험과노력을외롭게계속해왔습니다. 동아시아와한반도에대한새로운담론을발신하기시작

했고국내외의수신자가꾸준히늘어나고있습니다. 

21세기는지식혁명의세기입니다. 인류역사는종교혁명, 정치혁명, 산업혁명을거쳐본격적인지식혁명의시대로접어들
고있습니다. 당연히싱크탱크는세기의꽃으로화려하게만개하기시작하고있습니다. 지구상에서눈에띄는대부분의

화려한꽃들은거대한경제권력이나정치권력의풍요로운토양위에서피고있습니다. EAI라는작지만아름다운꽃이국
내외의많은사람들눈에유난히띄는것은특정한대기업이나정부의집중적인도움없이건강하게자라고있다는것입

니다. 작지만미래지향적인후원모임의아낌없는사랑을받는 EAI는거대한정치권력과경제권력에서상대적으로자율
성을유지하면서건강하고존경받는지식권력의등대지기역할을해보려는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

21세기는네트워크의세기입니다. 중견국한국의 EAI는미국의비대한싱크탱크들과는달리날씬한싱크탱크를지향해
왔습니다. 살빼기의비결은그물망조직에있습니다. 끊임없이그물망을새롭게짜서삶의공간을무한대로확대하는거

미처럼 EAI는빠르게변화하는 21세기신지식의수요를신속하게공급하기위해서국내외첨단지식인들을그물망으로
연결해서새로운연구결과를생산해왔습니다. 초대형싱크탱크가활동할수있는미국의지식질서와전혀다른풍토의

한국및동아시아지식질서에서싱크탱크를회사보다는가족같은공동체로받아들이는최소한의스태프들과세계수준

의넓고깊은지식그물망을유기적으로연결하려는 EAI의시도는 21세기싱크탱크의새로운표준으로국내외의관심을
끌고있습니다.

EAI는걸음마를거쳐서본격적으로뛰기시작했습니다. 후원회의따뜻한사랑과원장을비롯한연구원들의헌신적인노
력, 그리고끊임없이새롭게엮어지는 EAI의지적그물망은 EAI를전세계가주목하는한반도와동아시아지식의보고
로계속키워나갈것으로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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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메시지

EAI는 2002년설립이래한국의대표적민간연구기관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지난 2년간수행한여러가지사업을정
리한연차보고서를발간하게되어기쁘게생각합니다. 연구원의활동은연구, 컨퍼런스, 교육 3개사업으로크게나눌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으로서본연의연구와관련해서는, 한반도및동아시아안보연구, 북한과통일연구, 중견국연구, 일본연구, 중국

연구, 공공외교연구, 정체성연구, 사회적책임연구등을수행했습니다. 중견국연구는시카고소재맥아더재단의지원을

받아부상하는중견국으로서한국의다자외교를알리는좋은기회가되었습니다. 5년주기로계속해온대표적 EAI 연
구과제인《한국인의정체성조사》는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및중앙일보와협력해여론조사를실시했고, 이를토대로

한연구물이책으로준비되고있습니다. 통일문제와관련해서는 SBS와협력하여탈북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가고있
습니다. 날로중요해지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해서는글로브스캔과수년간해오던여론조사에이어한국고등교육재

단과함께공동연구를하고있습니다. 한일관계의복원을돕고자과제팀을만들어그결과를출판하였습니다.

EAI는지난 2년간한국정부와해외기관들과컨퍼런스와네트워킹을활발히했습니다. 작년에는통일부의한반도국제
포럼의주관기관으로선정되어국내외에서남북한통일의의의를설명하고국제적지지를얻으려노력했습니다. 올해에

는통일준비위원회와함께‘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국제협력’이란컨퍼런스를주최해통일의안보, 경제, 환경적가치를

알리려했습니다. 일본의겐론言論NPO와공동으로실시하는여론조사에근거한한일미래대화를재작년에이어지난두
해서울과동경을오가며주최하였는데, EAI의오랜파트너기관인미국의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도여론조사에참여하게되었습니다. 

EAI는또한국제무대에서한국을대표하고있습니다.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주관하는싱크탱크협의

회인 ‘Council of Councils’에한국을대표해참여해오고있으며,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를창립해대표기관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민주주의를위한국제적협력을도모하게되면서미국민주주의재

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지원으로미얀마연구기관들의연구역량을도와주는사업을처음시작하게된것도

주목할만한성과였습니다. 

최근수년간 EAI는교육및장학사업을확장하고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과함께국내외국인학생들을위한《KF-EAI
코리아프렌드십》을비롯하여인턴십, 사랑방대학원생세미나, 영어 에세이공모전을계속해오고있으며, 작년부터는

장학사업도시작하였습니다. 해외학자들의연구를지원하는 EAI 펠로우십은어느덧 10년이되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학술지출간을통해넓은아카데미아로연결되는노력도계속기울이고있습니다.

EAI의이러한다양한사업들이가능하도록도와주신참여학자및전문가, 파트너기관, 후원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이앞으로도꾸준히성장할수있도록여러분의관심과후원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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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성과였습니다. 

최근수년간 EAI는교육및장학사업을확장하고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과함께국내외국인학생들을위한《KF-EAI
코리아프렌드십》을비롯하여인턴십, 사랑방대학원생세미나, 영어 에세이공모전을계속해오고있으며, 작년부터는

장학사업도시작하였습니다. 해외학자들의연구를지원하는 EAI 펠로우십은어느덧 10년이되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학술지출간을통해넓은아카데미아로연결되는노력도계속기울이고있습니다.

EAI의이러한다양한사업들이가능하도록도와주신참여학자및전문가, 파트너기관, 후원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이앞으로도꾸준히성장할수있도록여러분의관심과후원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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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순위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대한민국외교안보싱크탱크순위는한경비즈니스가매년발표하는‘대한민국 100대싱크탱크’를참고한것입니다. 

이는 국내유일의싱크탱크랭킹조사로경제·산업, 정치·사회, 외교·안보, 여성·노동, 환경 총 5개부문에서

최고의싱크탱크를가리고있습니다. EAI는동조사가실시된 2008년부터 7년연속외교·안보분야상위권에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싱크탱크 26개중 7위

대한민국싱크탱크 26개중 7위

대한민국싱크탱크 28개중 5위

대한민국싱크탱크 27개중 5위

대한민국싱크탱크 27개중 5위

글로벌싱크탱크순위는펜실베니아대‘싱크탱크와시민사회프로그램Think Tank and Civil Society Program’이

매년발표하는‘글로벌싱크탱크인덱스Global Go To Think Tank Index’를참고한것입니다.

이는전세계싱크탱크의역량을증진시키고싱크탱크역할에대한중요성을일깨우기위해실시되고있습니다.

EAI는 2012년이래국내민간싱크탱크로서는유일하게 3년연속세계 100대싱크탱크에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지역싱크탱크 1200개중 12위

아시아지역싱크탱크 1198개중 22위

글로벌싱크탱크 6618개중 60위

글로벌싱크탱크 6826개중 65위

글로벌싱크탱크 6603개중 6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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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는 짜고자織 했습니다. 중견국中堅國 대한민국

의 번영전략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국제

무대에서 창성昌盛하는 중견국들은 하나같이 치밀한 세계

전략을설계합니다. 갈등하는강대국을중재하고신음하는

약소국을일으켜세우는역할을자임하는일은번창繁昌하

는중견국의시대적소명입니다. 탈냉전이후한국이직면

한현실을분석하고나아가야할미래를조망하여국가대

전략을수립하는과제가외교안보연구의중핵으로떠오르

는까닭입니다.

국가안보패널은동북아시아지역의데탕트와탈냉전을비

교 연구하는 작업을 2012년부터 시작하여 그 결과물을
《1972 한반도와주변4강 2014》(2015. 5)에담았습니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소련이라는여섯대의카메

라를 사용하여 1972년 한반도 미니 데탕트의 좌절과 2014
년한반도탈냉전의어려움을대비적으로촬영하여한반도

의진면목이고스란히드러나도록했습니다.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2.0 : 억제, 관여, 신뢰의복합추진》(2014. 5)은 신

대북정책연구팀이 12개월에걸쳐고민한결과를담은단행
본입니다. 한국의신뢰프로세스, 북한의병진노선, 주변국

들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구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

고, 그것을복합적으로결합시키려는노력없이는남북한

의적대관계를극복하는새로운길을찾지못한다고진단

합니다. 외교부와 함께 연《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

시아의 미래》국제회의(2014. 6)에서는 EAI가 탐구해 온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구상을 해외의 석학들과 나누

었습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시간복합성과국제, 지역, 한반도

라는공간복합성을정연井然하게버무려중견국한국의침

로針路를발견하려는시도는중견국외교연구패널이맡았

습니다. 맥아더재단이후원한《중견국외교포럼》(2014. 10)

에 모인 국내외전문가들은미중관계의맥락속에서중견

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와함께한《한국중장기외교전략의평가및발전방안》컨

퍼런스(2015. 10)에서 펼쳐진한국외교의현주소에대한토

론은한국중장기외교전략연구팀의성과를널리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중견국이 맡아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정부개발원조는국무총리실의용역을수혜受惠한정부개발

원조중점협력국재조정방안연구팀과대규모정부개발원

조프로젝트사후관리실태평가연구팀이맡아그문제점

을진단했습니다.

한국해로海路연구회및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공동으로

주최한《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해법》컨퍼런스(2014. 5)와

《해양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전망과 과제》컨퍼런스(2015.

7)는국제협력의주요분야인해양에서동북아역내국가들

의갈등을어떻게조절할수있는지를다루었습니다. 시카

고국제문제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한미동맹 : 대통령

의의제》세미나(2015. 10) 및 샌프란시스코아시아소사이어

티와 공동으로 마련한《무역의 아키텍처 : 아시아와 경제

통합의미래》세미나(2015. 10)에서는박근혜대통령의방미

어젠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 중국 부상이

가지는지정학적인함의, 한국정부의 TPP 타결이아시아
경제에미치는영향, 아시아역내무역협정현황및지정학

적함의, 경제통합의전망, 한국을포함한중견국들의역할

등을주제로한미지식인들의열띤토론이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외교안보현안 라운드 테이블》(2014. 1)과

《한국외교포지셔닝전략회의》(2015. 1)의전례에따라EAI는
외교안보연구역량을집결하여한국외교안보정책이나아

가야할방향을소묘素描하는작업을펼칠예정입니다.■

EAI織짜다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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築짓다 거버넌스
는 짓고자築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의 글

로벌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인이 선망할 만한 성공사례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한국 민

주주의의경험과통일의구상을세계로전파傳播하는일이

거버넌스연구의중심과제로떠오르는연유입니다. 

EAI는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
크싱가포르회의(2014. 2), 타이페이회의(2014. 9), 뉴델리회

의(2015. 3)에 능동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한

《민주국가들의공동체강화하기》국제회의(2014. 11)는 글로

벌거버넌스네트워크구축노력이하나의결실을맺은것

입니다. 2015년엘살바도르민주국가들의공동체각료회의
에제안할의제를검토하는과정에서 EAI는표현의자유,
민주주의 교육, 시민사회 강화, 투명성, 선거와 관련하여

한국민주주의의성과를적시하고그적용가능성을살폈

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민주주의 부흥을 위한 시민

사회 강화하기》를 테마로 한 세계민주주의운동World

Movement for Democracy 서울총회(2015. 11)는 EAI의민주주
의전파활동이아시아를넘어세계로전개되는계기를마

련했습니다. 100개국 450명이참여하는대규모총회의공
동주관기관으로서 EAI는참가자전원이참석하는본회의
와 중요 패널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교훈을 세계인과

널리공유할수있었습니다.

《미얀마시민사회역량강화》프로그램(2015. 8-9)은 EAI를성
공사례로삼아미얀마싱크탱크의조직및연구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획입니다. 2014년 7월 양곤 방문을
기화로시작한이프로그램은미국민주주의재단이후원

하고, 미얀마 산디거버넌스연구소, 르네상스연구소, 오

픈미얀마이니셔티브, 양곤정치학교가참여하는또하나

의 글로벌 거버넌스 네트워크입니다. EAI 상근직원들이
자신들의경험을직접전수하여현지싱크탱크의조직및

연구역량을도모한다는점에서민주주의전파활동의획기

적성과라고평가할수있습니다. 서울을기점으로싱가포

르, 타이페이, 뉴델리로펼쳐진 EAI의민주주의거버넌스
네트워크는양곤에그뿌리를깊숙이내렸습니다.

통일부는 2014년도한반도국제포럼의주관기관으로 EAI
를 선정했습니다. 베이징 회의(2014. 5), 도쿄 회의(2014. 6),

브뤼셀회의(2014. 10), 워싱턴회의(2014. 12) 등 대륙과해양

을넘나들면서펼쳐진세계석학들과의통일대화는한국

인의통일청사진을세계인에게알리고, 세계인의통일조

감도를 한국인에게 나르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지역순

회회의를바탕으로개최한《신뢰, 평화, 번영 : 한반도통

일의길》국제포럼(2014. 9)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

국, 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등주요국가의정책결정

자및전문연구자들이참석하여 EAI 통일거버넌스네트
워크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국인의 통일 구상과 세계인

의통일관심이맞닿으면서펼쳐놓은논의들은《한반도평

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컨퍼런스(2015. 11)로 이어집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스위스등주요국가의

고위관료와 저명학자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생

각을듣고의견을나누고자한자리에함께했습니다. 컨퍼

런스의 주관기관인 EAI는한국인의통일구상을더욱정
교하게다듬어세계인의마음속에투영하고, 세계인의통

일관심을더욱세밀하게정제하여한국인의뇌리에각인

하는작업에최선을다했습니다.

통일거버넌스네트워크의기점이세계인이라면그종점이

북한인이라고생각했습니다. SBS가특집프로그램으로방
영한《남북청년통일실험: 어서오시라요》(2015. 8)는 2017년
까지 이어질 EAI“통일한국 통합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
물에그바탕을두고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001명을대
상으로실시한인식조사는통일에는많은난관이도사리고

있다는점을다시깨닫게해주었습니다. 서울을출항한통

일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베이징, 도쿄, 브뤼셀, 워싱턴을

돌아마침내평양에그닻을내리려면어떤노력이필요할

지를묻는일은EAI의다음과제로남게되었습니다.■

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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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연구의중심과제로떠오르는연유입니다. 

EAI는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
크싱가포르회의(2014. 2), 타이페이회의(2014. 9), 뉴델리회

의(2015. 3)에 능동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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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하기》를 테마로 한 세계민주주의운동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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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그바탕을두고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001명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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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Empowering Community of Democracies” 국제회의, 칼 거쉬만미국민주주의재단회장, 마리아라이스너민주주의공동체사무총장, 이숙종 EAI 원장

2015년 11월“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국제협력”컨퍼런스, 장 폴 페덱세계자연보호기금본부국제협력국장

2015년 11월“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국제협력”컨퍼런스, 마커스놀랜드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부소장

2015년 11월“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국제협력”컨퍼런스, 후카가와유키코와세다대교수

2014년 5월한반도국제포럼베이징회의

2014년 9월한반도국제포럼“신뢰, 평화, 번영 : 한반도통일의길”국제회의, 류길재통일부장관

2015년 11월“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국제협력”컨퍼런스, 홍영표통일부장관

2014년 8월통일준비위원회제1차회의(출처:통일준비위원회)

2015년 9월미얀마시민사회역량강화양곤제2차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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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묻다 여론분석
는 묻고자問 했습니다. 국가의 역사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친일親日과 반일反日은

한일관계를바라보는국민감정을표현하는단어들입니다.

한국의기업을대하는국민정서는친기업親企業과반기업

反企業으로나뉘어있습니다. 한일관계와한국의기업에대

한국민인식을바꿀수있는새로운패러다임을찾는일이

여론분석연구의핵심과제로자리잡은이유입니다.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풀어낼 열쇠말로“공진共進을 통한

화해”라는화두를던지는작업에고스란히 3년이라는세월
을 흘려 보냈습니다.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한국인의정체성조사》는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

소및중앙일보와함께한국인이자국과자신을어떻게보

는지 알아보는 연구원의 대표적 여론분석 과제입니다. 이

제비교를통해지난 10년간나타난민족성, 시민성, 역사
및대외안보인식등주요분야에서국가정체성의변화와

지속성을 추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축적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일본 겐론言論NPO와 공동으로 수행한《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의 제2차(2014. 7) 및 제3차(2015. 5) 관측

결과는한일양국의현안을둘러싼두나라국민들의심성

心性의모양새가온전히드러나있었습니다. 한국인은일본

정부의진솔한사과가화해의전제조건이라는생각을공고

화하고, 일본인은한국정부의거듭된사과요구에현기증을

느끼는악순환에빠져들어버린형상입니다. 서울과도쿄에

서 번갈아 열린 한일미래대화 제2차(2014. 7) 및 제3차(2015.

6) 회의석상에서 펼쳐진 양국 유식자有識者의 대화는 이러

한점을깊이인식하고한일양국의시민들이화해와협력

에나설것을촉구했습니다. 현미경을통해본사태의양상

이심상치않다는진단에따라보다정밀한망원경의도움

이 절실했습니다. 국가 정체성에 지역 정체성을 결합하여

감정대결을완화하고, 배타적민족주의를넘어지구적민

족주의를공생의원리로수용하자는내용을담은특별보고

서《신시대를위한한일의공동진화》(2015. 8)는 그래서“공

진을통한화해”라는패러다임으로한일관계의전환을촉

구합니다. 공진의철리哲理속에서과거사를정리하고다가

오는미래사의새로운표준을세우는과정에서한일양국

이역사적책임을완성할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한국고

등교육재단과더불어개최한《한일수교 50년, 한일관계의
재조명》(2015. 9)세미나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겐론

NPO, 중국HRCG와공동으로도쿄에서개최한《동북아
시아의미래와 7000명의목소리》(2015. 10) 국제세미나에서

EAI는공진을통한화해라는아이디어를안과밖의석학
들과나누었습니다.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s”이라는 열쇠말로 기
업의사회적책임연구의패러다임전환을꾀하는작업에도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우선 문제의 양상을 정확히 드러
낼현미경이필요했습니다. 2013년부터한국고등교육재단
산하 사회적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여한《글로브 스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의 두 번째 관측결과

(2014. 2)는 바로 그 현미경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총

17,589명(한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발굴한

기업에대한국민인식자료는한국기업이국제비교차원

에서 갖는 특이성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라는

나무를이론이라는숲의맥락속으로불러들여분석의깊

이를더하려는일에는망원경이필요합니다. 그역할을담

당한것은《사회적책임, 사회적기업》(2015. 6)을집필한연

구진입니다. 그들은 책임경영 패러다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공유가치창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기업의

사회적 기업화’와‘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생태계 모델’을

제안합니다.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사회적가치를공유하

고협력적거버넌스주도하에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혁신역량을갖춘사회적기업가가책임경영생태

계의주인공으로우뚝섰을때새로운차원에서기업의사

회적책임을논할수있다고이야기합니다.■

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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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SBS 스페셜“남북청년통일실험 : 어서 오시라요”(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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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기자회견, 이숙종 EAI 원장(출처 : KBS)

2014년 7월제2회한일미래대화, 홍익표국회의원, 서영교국회의원, 김세연국회의원, 김영환국회의원

2015년 9월“한일수교 50년, 한일관계의재조명”세미나, 정한울 EAI 수석연구원

2014년 7월제2회한일미래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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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잇고자絡 했습니다. 싱크탱크의 지식과 공

공외교의현장을. 싱크탱크는상아탑의지식담

론을공론장의정책담론으로다듬는일에주력하며내실을

다집니다. 공공외교는 싱크탱크의 정책제안이 쟁명爭鳴하

는 공론장입니다. 싱크탱크의 정책 지식인과 공공외교의

시민외교관을다층적으로엮어내는일에지식확산활동

의초점을맞추는까닭입니다.

전 세계 25개국을 대표하여 오직 26개만의 싱크탱크가 참
여하는《싱크탱크세계평의회》는시드니지역회의(2014. 2),

뉴욕 연례회의(2014. 5), 뉴델리 지역회의(2015. 1), 워싱턴 연

례회의(2015. 5), 이스탄불 지역회의(2015. 10)에서 한국 대표

기관으로서 EAI는글로벌어젠다를논하는공론장에서그
역할을톡톡히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및한국경제

매거진과공동으로주최한《한국싱크탱크의국제적역할

확대》포럼(2015. 1)에서 EAI는일찍부터글로벌청자聽者를
시야에 넣고 정책제안을 발신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담론의 독자讀者를 일찌감치 글로벌 공론장에서 발굴

한노력덕택에《지구넷 21 포럼》은주변국대사들의사랑
채로자리잡았습니다. 벳쇼고로주한일본대사(2014. 4), 추

궈홍 주한중국대사(2014. 10),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5. 4)로 이어진포럼은공식외교의장에서는결코터놓

지 못할 대화가 진솔하게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공공외교

의채널로는토마스셰퍼주북한대사(2014. 7), 찰스헤이주

한영국대사(2015. 6),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대사(2015. 7), 아

인질오도노휴주한아일랜드대사(2015. 9)와함께한간담회

가빛을발했습니다. 더블린시립대와공동으로마련한《한-
아일랜드평화협상경험공유》세미나(2015. 10)는 아일랜드

평화협상경험에서남북한화해와통일의실마리를새롭게

찾아보려는노력이었습니다.

EAI가펴는공공외교의탁상을둘러싸고고담준언高談峻言
을나눈길손은주변국대사들만이아닙니다. 커티스스카

파로티주한미군사령관(2014. 5), 니콜라스브레이영국국

방부국제정책기획국장(2014. 6), 일레인번미국국방부핵

미사일 방어정책담당 부차관보(2014. 9), 그래험 플래처 호

주외교통상부제1차관보(2015. 10) 등이 연구원을방문하여

EAI의전문가들과고견을나누고돌아갔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대교수를단장으로하는일본국제문제연구

소한반도연구팀또한남북한문제를다른분석틀로논의

하고자연구원을방문해간담회(2015. 1)를가졌습니다. 

싱크탱크로서의 EAI는상아탑과교류하며꾸준히그역량
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고

등교육재단과함께한조셉나이하버드대교수의강연회

(2014. 12)를 전후로 하여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2014. 1), 리차드부시브루킹스연구소동아시아센터소장

(2014. 1), 라제쉬탄돈인도아시아참여연구회소장(2014. 3),

에브리고호주국립대교수(2014. 3), 알론 레프코위츠이스

라엘바르-이란대교수(2014. 4), T. J. 펨펠캘리포니아-버클
리대 교수(2014. 5), 조지 뱅크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위원(2014. 5), 앤드류네이선콜롬비아대교수(2015.

3), 벤 스미스 플로리다대 교수(2015. 5) 등이《스마트 토크》

의연사로연구원을방문했습니다. 조셉웡토론토대교수

(2015. 2), 브루스딕슨조지워싱턴대교수(2015. 7), 양궈빈펜

실베니아대 교수(2015. 11)와 함께 한《라운드 테이블》은 보

다심층적인학술토론을매개로정책담론의내실화를꾀하

고자 했습니다. 《프레스 포럼》은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2014. 1)을시작으로최강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2015. 10)에

이르기까지국내전문가 14명을초대하여다양한쟁점분야
의정책담론을어떻게미디어가전파할지를살폈습니다.■

EAI絡잇다 지식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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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잇고자絡 했습니다. 싱크탱크의 지식과 공

공외교의현장을. 싱크탱크는상아탑의지식담

론을공론장의정책담론으로다듬는일에주력하며내실을

다집니다. 공공외교는 싱크탱크의 정책제안이 쟁명爭鳴하

는 공론장입니다. 싱크탱크의 정책 지식인과 공공외교의

시민외교관을다층적으로엮어내는일에지식확산활동

의초점을맞추는까닭입니다.

전 세계 25개국을 대표하여 오직 26개만의 싱크탱크가 참
여하는《싱크탱크세계평의회》는시드니지역회의(2014. 2),

뉴욕 연례회의(2014. 5), 뉴델리 지역회의(2015. 1), 워싱턴 연

례회의(2015. 5), 이스탄불 지역회의(2015. 10)에서 한국 대표

기관으로서 EAI는글로벌어젠다를논하는공론장에서그
역할을톡톡히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및한국경제

매거진과공동으로주최한《한국싱크탱크의국제적역할

확대》포럼(2015. 1)에서 EAI는일찍부터글로벌청자聽者를
시야에 넣고 정책제안을 발신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담론의 독자讀者를 일찌감치 글로벌 공론장에서 발굴

한노력덕택에《지구넷 21 포럼》은주변국대사들의사랑
채로자리잡았습니다. 벳쇼고로주한일본대사(2014. 4), 추

궈홍 주한중국대사(2014. 10),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5. 4)로 이어진포럼은공식외교의장에서는결코터놓

지 못할 대화가 진솔하게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공공외교

의채널로는토마스셰퍼주북한대사(2014. 7), 찰스헤이주

한영국대사(2015. 6),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대사(2015. 7), 아

인질오도노휴주한아일랜드대사(2015. 9)와함께한간담회

가빛을발했습니다. 더블린시립대와공동으로마련한《한-
아일랜드평화협상경험공유》세미나(2015. 10)는 아일랜드

평화협상경험에서남북한화해와통일의실마리를새롭게

찾아보려는노력이었습니다.

EAI가펴는공공외교의탁상을둘러싸고고담준언高談峻言
을나눈길손은주변국대사들만이아닙니다. 커티스스카

파로티주한미군사령관(2014. 5), 니콜라스브레이영국국

방부국제정책기획국장(2014. 6), 일레인번미국국방부핵

미사일 방어정책담당 부차관보(2014. 9), 그래험 플래처 호

주외교통상부제1차관보(2015. 10) 등이 연구원을방문하여

EAI의전문가들과고견을나누고돌아갔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대교수를단장으로하는일본국제문제연구

소한반도연구팀또한남북한문제를다른분석틀로논의

하고자연구원을방문해간담회(2015. 1)를가졌습니다. 

싱크탱크로서의 EAI는상아탑과교류하며꾸준히그역량
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고

등교육재단과함께한조셉나이하버드대교수의강연회

(2014. 12)를 전후로 하여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2014. 1), 리차드부시브루킹스연구소동아시아센터소장

(2014. 1), 라제쉬탄돈인도아시아참여연구회소장(2014. 3),

에브리고호주국립대교수(2014. 3), 알론 레프코위츠이스

라엘바르-이란대교수(2014. 4), T. J. 펨펠캘리포니아-버클
리대 교수(2014. 5), 조지 뱅크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위원(2014. 5), 앤드류네이선콜롬비아대교수(2015.

3), 벤 스미스 플로리다대 교수(2015. 5) 등이《스마트 토크》

의연사로연구원을방문했습니다. 조셉웡토론토대교수

(2015. 2), 브루스딕슨조지워싱턴대교수(2015. 7), 양궈빈펜

실베니아대 교수(2015. 11)와 함께 한《라운드 테이블》은 보

다심층적인학술토론을매개로정책담론의내실화를꾀하

고자 했습니다. 《프레스 포럼》은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2014. 1)을시작으로최강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2015. 10)에

이르기까지국내전문가 14명을초대하여다양한쟁점분야
의정책담론을어떻게미디어가전파할지를살폈습니다.■

EAI絡잇다 지식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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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제25회지구넷 21 포럼, 추궈홍주한중국대사

2014년 5월 EAI 간담회, 커티스스카파로티주한미군사령관

2014년 4월제24회지구넷 21 포럼, 벳쇼 고로주한일본대사

2015년 4월제26회지구넷 21 포럼, 마크 리퍼트주한미국대사

2014년 1월에즈라보겔하버드대명예교수초청스마트토크

2014년 12월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특별강연회

2014년 12월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특별강연회, 조셉 나이하버드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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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고자開 했습니다. 미래한국의 찬연燦然한

문門을.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재를키우는일은매우중요한과제입니다. 내일을향한

소중한희망은재능이넘치고감성이풍부한청년들속에

서만찾을수있습니다. EAI가인재개발에힘을아끼지않
으며교육활동을그중심에놓고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

는연유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의후원에힘입어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유

학생들을 EAI의 교육 네트워크로 품은《KF-EAI 코리아
프렌드십》프로그램이 벌써 3년째를 맞았고, 2013년도 교
육생들은동창회(2014. 5)를발족시켰습니다. 2014년도행사
(2014. 6)에는한국홍보전문가서경덕, 역사학자박태균, 소

설가김영하, 광고인박웅현, 미술평론가이주헌, 국회의원

심상정이, 2015년도 행사(2015. 9)에는 가야금 연주자 곽은

아, 세계시민학교교장한비야, 조선일보기자강인선, 문

학평론가신형철등이연사로나와세계속에숨쉬는한국

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

름에개최하는《에픽영리더스컨퍼런스》(2014. 8, 2015. 8)와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그램의 일환인《넥스트 제네레이션

컨퍼런스》(2014. 8, 2015. 10)는 나라 안팎의 청년학도들이 학

문적지혜를겨루는대표적논문공모전으로자리잡았습니

다. 《EAI 영페스티벌》(2014. 8, 2015. 10)과《KF-EAI 코리아
프렌드십갈라》(2014. 11, 2015. 10)는 EAI의교육활동을총괄
하는젊은축제의장입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번에

나누어 열리는《EAI 사랑방》은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 전
문가와외교관을육성하고자합니다. 하영선국제정치학자

의엄격한커리큘럼에맞추어세미나를진행하며, 한학기

의 강좌를 마치면 후쿠오카(2014. 6, 2015. 6), 베이징(2014. 12,

2015. 12)으로 답사를떠나강의를통해배운역사적현장을

방문합니다.

더따뜻한세상을만들고자결성된 EAI 여성후원소모임
인 W1°의 희사喜捨로 조성한《EAI 장학생》프로그램은
2014년 5명의대학생을, 2015년 15명의대학생을선발하여
차세대대한민국인재육성을도모합니다. 《EAI 장학생멘
토링캠프》(2015. 2)를 개최하여학생들개인의고민과비전

을학생들개인에게맡겨두지않고멘토들과더불어해결

하고발전시키는장을마련했습니다.

2004년 8월부터운영되어온인턴프로그램은현재까지총
459명의인턴을배출했습니다. EAI인턴은매주진행되는
《인턴세미나》와주한미군및주한미대사관과함께분기별

로 진행되는《유스 포커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EAI가 운영하는 각종 학술·정책·포럼·교육 프로그램
에참여함으로써보다폭넓은안목을갖추게됩니다.

《펠로우즈프로그램》은동아시아를전공하는해외신진학

자에게현장연구의기회를부여하려는목적에서 2005년부
터지속해온 EAI의플래그십flagship 교육사업입니다. 대
만의 장경국 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 한국외국인학교의

후원을받아“동아시아의평화, 거버넌스및발전”을주제

로 전 세계 비아시아권 정치학계 학자를 대상으로 매년 5
명내외의 EAI펠로우를선정합니다. 펠로우들은서울, 북
경, 상하이, 도쿄, 타이페이등 5개의참여기관(EAI, 북경대,

푸단대, 게이오대, 국립대만대)중 두 곳이상을선택방문하여

현지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EAI를 방문한 펠로우는
《전문가세미나》를통해국내신진학자들과의학술교류에

나섭니다. 카 젱 아칸소대 교수(2014. 6), 피오나 얍 호주국

립대 교수(2014. 6), 이지영 아메리칸대 교수(2014. 12), 매튜

샤피로일리노이공대교수(2014. 12), 알렉산더듀칼스키더

블린아일랜드국립대교수(2015. 5), 류용욱호주국립대교수

(2015. 5), 알렌 칼슨 코넬대 교수(2015. 6), 오승연 브린모어

칼리지교수(2015. 6)가그혜택을보았습니다.■

EAI開열다 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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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고자開 했습니다. 미래한국의 찬연燦然한

문門을.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재를키우는일은매우중요한과제입니다. 내일을향한

소중한희망은재능이넘치고감성이풍부한청년들속에

서만찾을수있습니다. EAI가인재개발에힘을아끼지않
으며교육활동을그중심에놓고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

는연유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의후원에힘입어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유

학생들을 EAI의 교육 네트워크로 품은《KF-EAI 코리아
프렌드십》프로그램이 벌써 3년째를 맞았고, 2013년도 교
육생들은동창회(2014. 5)를발족시켰습니다. 2014년도행사
(2014. 6)에는한국홍보전문가서경덕, 역사학자박태균, 소

설가김영하, 광고인박웅현, 미술평론가이주헌, 국회의원

심상정이, 2015년도 행사(2015. 9)에는 가야금 연주자 곽은

아, 세계시민학교교장한비야, 조선일보기자강인선, 문

학평론가신형철등이연사로나와세계속에숨쉬는한국

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

름에개최하는《에픽영리더스컨퍼런스》(2014. 8, 2015. 8)와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그램의 일환인《넥스트 제네레이션

컨퍼런스》(2014. 8, 2015. 10)는 나라 안팎의 청년학도들이 학

문적지혜를겨루는대표적논문공모전으로자리잡았습니

다. 《EAI 영페스티벌》(2014. 8, 2015. 10)과《KF-EAI 코리아
프렌드십갈라》(2014. 11, 2015. 10)는 EAI의교육활동을총괄
하는젊은축제의장입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번에

나누어 열리는《EAI 사랑방》은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 전
문가와외교관을육성하고자합니다. 하영선국제정치학자

의엄격한커리큘럼에맞추어세미나를진행하며, 한학기

의 강좌를 마치면 후쿠오카(2014. 6, 2015. 6), 베이징(2014. 12,

2015. 12)으로 답사를떠나강의를통해배운역사적현장을

방문합니다.

더따뜻한세상을만들고자결성된 EAI 여성후원소모임
인 W1°의 희사喜捨로 조성한《EAI 장학생》프로그램은
2014년 5명의대학생을, 2015년 15명의대학생을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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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학생들개인에게맡겨두지않고멘토들과더불어해결

하고발전시키는장을마련했습니다.

2004년 8월부터운영되어온인턴프로그램은현재까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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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세미나》와주한미군및주한미대사관과함께분기별

로 진행되는《유스 포커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EAI가 운영하는 각종 학술·정책·포럼·교육 프로그램
에참여함으로써보다폭넓은안목을갖추게됩니다.

《펠로우즈프로그램》은동아시아를전공하는해외신진학

자에게현장연구의기회를부여하려는목적에서 2005년부
터지속해온 EAI의플래그십flagship 교육사업입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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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받아“동아시아의평화, 거버넌스및발전”을주제

로 전 세계 비아시아권 정치학계 학자를 대상으로 매년 5
명내외의 EAI펠로우를선정합니다. 펠로우들은서울, 북
경, 상하이, 도쿄, 타이페이등 5개의참여기관(EAI, 북경대,

푸단대, 게이오대, 국립대만대)중 두 곳이상을선택방문하여

현지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EAI를 방문한 펠로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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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섭니다. 카 젱 아칸소대교수(2014. 6), 피오나 얍 호주국

립대 교수(2014. 6), 이지영 아메리칸대 교수(2014. 12), 매튜

샤피로일리노이공대교수(2014. 12), 알렉산더듀칼스키더

블린아일랜드국립대교수(2015. 5), 류용욱호주국립대교수

(2015. 5), 알렌 칼슨 코넬대 교수(2015. 6), 오승연 브린모어

칼리지교수(2015. 6)가그혜택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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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7월KF-EAI 코리아프렌드십아카데미쿠스, 박웅현광고인, 서경덕한국홍보전문가, 심상정국회의원, 김영하소설가

2015 9월KF-EAI 코리아프렌드십아카데미쿠스, 송길영빅데이터전문가, 곽은아가야금연주자, 최재천국회의원, 한비야세계시민학교교장

2015년8월EPIK 영리더스컨퍼런스, 홍성표서울대, 정가영서울대, 김후리코넬대, 권윤진런던정치경제대

2014년 8월 EAI 영페스티벌

2015년 6월 EAI 사랑방일본답사

2015년 10월 EAI 영페스티벌

2014년 7월 KF-EAI 코리아프렌드십 DMZ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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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품고자懷 했습니다. 후원자들의 희망을. 연

구원의재정을지나치게정부나기업에의존하

면 정책연구의 자율성을 잃습니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성

장할수있는싱크탱크의모델을한국지식시장생태계에

전파하고싶었습니다. 후원자들의뜻깊은소망을받아좋

은정책담론으로되돌려드리려는연유입니다.

270명후원자여러분의성원은이제국제적명성으로돌아
오고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가발표한 2014년세계싱크
탱크순위에따르면, EAI는 6681개싱크탱크가운데종합
60위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만이 한국의 싱크탱크로서

EAI와함께높은순위를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매달보
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이 정책담론으로 전환되고, 세계

로전파된정책담론이 EAI의국제적위상을높이고있습
니다.

지식담론을정책담론으로바꾸는작업을마치면 EAI는다
양한 후원처를 찾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추진합니

다. 다수의기관이선뜻재정지원에나서주었습니다. 《맥

아더재단》은“중견국외교이니셔티브프로그램”과“스마

트토크”및“프레스포럼”을지원했습니다. “미얀마시민

사회역량강화”사업은《미국민주주의재단》의지원이없

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우즈 프로그램은《일본

국제교류기금》, 《대만장경국재단》, 《YBM/한국외국인학
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과

《피에스케이》의도움으로“한일미래대화”를두차례열수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그램의든든한후원기관이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

단》은“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한여론조사와연구및

출판을, 《에스비에스문화재단》“통일한국통합방안연구”

를, 《한샘드뷰재단》은“르네상스 2.0”프로젝트를, 《한국연
구재단》은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출판을각각지원
했습니다.

정부도 EAI를믿고재정지원을아끼지않았습니다. 《통일
부》는“한반도국제포럼”의국내외행사및“한-아일랜드
평화협상 경험 공유”회의를 지원했습니다.“대미공공외교

발전방안”연구,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

래”국제회의, “한국중장기외교전략의평가및발전방안”

컨퍼런스, “코리아 스토리 프로젝트”연구와 관련한 재정

지원은《외교부》로부터받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동

북아평화협력구상”연구를, 《국무총리실》은“정부개발원

조 중점협력국 재조정 방안”연구를, 《국회사무처》는“한

국국민안보인식변화와외교안보현안에대한국민여론”

조사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한반도

평화통일을위한국제협력”국제회의를지원했고, 《국민대

통합위원회》는“이념갈등인식조사”를지원했습니다.

기업 또한 EAI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삼양홀딩스》는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와“EAI 영 페스티벌”의 후원
기관이고, 《매일유업》은“소셜이노베이터”프로젝트의후

원기관입니다. 《중앙일보》와《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는현재진행중인“한국인의정체성조사”연구를지원하

고있습니다. 이밖에도《농심》, 《비엠케이유통》, 《아이앤

씨씨코리아》, 《유진투자증권》, 《주원》, 《히든베이호텔》,

《M&M통운》, 《YBM 시사》등유수의기업으로부터프로
젝트파이낸싱을받았습니다. 출범이래꾸준히재정후원

처의다변화多邊化를꾀한 EAI는모범적인시민사회비영
리싱크탱크로성장하고있습니다.■

EAI懷품다 희망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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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懷품다 희망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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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선이책은 2013년 2학기 EAI사랑방을수강한학생들이베이징으로답사여

행을하면서배우고느끼고경험했던이야기를담고있다. 140여년전박규수의

사랑방이개화파젊은지식인의살아있는교육의장이었던것처럼, EAI 사랑방

은오늘날젊은이들이기성교육에서배우지못하는이시대의생생한지식을전

파하고있다. 

하영선 EAI는억제·관여·신뢰를복합적으로추진하는한국의신뢰프로세스 2.0, 비핵안

보와경제를동시에건설하는북한의병진노선 2.0, 주변국들의동아시아신질서건축구상

2.0을복합적으로결합시키는새로운공동연구를시작했다. 이책은그첫결실로, “신대북

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진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던 초고를 정부 당국자

및국내의대표적한반도전문가들과함께토론을거쳐남북한악순환의돌파구를새롭게

찾아보려는정책제안을완성한것이다.

하영선 이책은스페인빌바오의구겐하임미술관에서만난데이비드호크니의작품에

서시작됐다. 그는고향인영국동요크셔의월드게이트숲을아홉대의비디오카메라

를이용해다양한각도에서촬영함으로써캔버스에입체적으로담아내는데성공했다.

이처럼한반도와주변을둘러싼국제정치도제각기다른이해를가진당사자들의시선

에집중해살펴본다음, 이들을다시하나의장면으로종합해보여줌으로써행위자와

맥락을포괄할수있는새로운이해의지평을열고자한다.

서재혁, 장용석, 정재관 기업의일상적인이윤추구활동이사회적발전과개발을독려하고현실화

시키는방향으로나아갈때보다더큰가치가만들어지며, 이것을기업과사회가공유할수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기업의 사회공헌이 실행된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재건하고 혁신과 성장의

물결을일으킬수있도록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에주목해야하는이유이다.

사랑방의젊은그들베이징을품다 : EAI 사랑방학생들의베이징답사여행기

사회적책임, 사회적기업

1972 한반도와주변4강 2014

한반도신뢰프로세스 2.0 : 억제, 관여, 신뢰의복합추진

출판출판 EAI 책에는 EAI의문제의식, 아이디어, 열정이고스란히담겨있습니다. 과거의 EAI 단행본이정치학분야학술연구의

성격이강했다면최근에는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학제간연구및정책중심의성과물이증가하고있습니다. 

JOURNAL OF

STUDIES
EAST ASI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톰슨로이터사社는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국가라는 소단위를

넘어서는진정한지역학으로승화시킨영문학술지가부족하다고. 그래서세

계적수준의논문이게재되는영문저널을탐색했습니다. 미국이아닌동아시

아지역에서글로벌기준을충족시키는영문학술지발행기관을만나고싶었

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08년톰슨로이터社는한국의민간독립연구
기관이 발행하는 영문저널로는 최초로 EAI의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를 사회과학 인용색인의 등재지로 선정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국내연구기관이발행하는사회과학인용색인등재지가운데가장
높은영향력지수를보여주고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한국
을대표하는동아시아지역학영문학술지에서국제적으로인정받는사회과학

영문저널로자리잡았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2006년부터한
국연구재단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출판을 지원받았습

니다. 2015년까지린라이너Lynne Rienner출판사에서발간됐던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2016년부터 세계적인 출판사인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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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일 신범식서울대교수초청

프레스포럼

15일 추궈홍주한중국대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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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러스그레그손전미국

국방부차관보초청스마

트토크

17일 중견국외교포럼비공개

회의

31일 한반도국제포럼브뤼셀

회의

12일 인남식국립외교원교수

초청프레스포럼

13일“2014 정치사회엘리트

이념인식조사”발표

“국민통합을위한이념갈

등진단과국회의역할

모색”토론회

24일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공동주최 “Empowering

Community of

Democracies” 국제회의

27일 KF-EAI 코리아프렌드십

갈라

30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4권 3호발간

8일 이지영아메리칸대교수

초청전문가세미나

10일 류길재통일부장관및

다니엘러셀미국국무부

차관보초청한반도국제

포럼워싱턴회의

조셉나이하버드대교수

초청특별강연회

13일 중국연구모임라운드테이블

15일 이종헌 UPI 기자초청프

레스포럼

18일 매튜샤피로일리노이공대

교수초청전문가세미나

26일 EAI 사랑방중국답사

9월 10월 11월 12월

6일 조동호이화여대교수

초청프레스포럼

11일 싱크탱크세계평의회

뉴델리지역회의참석

19일 브라이언포트주한미군

국장초청유스포커스

그룹

22일 일본국제연구소한반도

연구팀방문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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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015년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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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W1°후원 EAI 장학생

멘토링캠프

2일 W1°후원 EAI 장학생

장학증서수여식

6일 EAI 사랑방 1학기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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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5권 1호발간

6일 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

사초청지구넷 21 포럼

15일 차두현경기도외교정책

특별자문관초청프레스

포럼

1월 2월 3월 4월

EAI 발자취
2014

EAI 발자취
2015

▲

▲ 사진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hoto by Pradeep 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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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알렉산더듀칼스키더블

린아일랜드국립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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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1972 한반도와주변4강

2014》발간

29일 일본겐론NPO 공동주최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도쿄기자회견

2일 알렌칼슨코넬대교수

초청전문가세미나

5일《사회적책임, 사회적

기업》발간

9일 오승연브린모어칼리지

교수초청전문가세미나

16일 찰스헤이주한영국대사

방문간담회

21일 일본겐론NPO 공동주최

한일미래대화도쿄회의

1일 브루스딕슨조지워싱턴

대교수초청중국연구모

임비공개라운드테이블

8일 하영선이사장주관프레

스포럼

스캇스나이더미국외교

협회선임연구원방문간

담회

20일 에릭월시주한캐나다대

사방문간담회

24일 한국해로연구회및한국

해양과학기술원공동주최

“해양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전망과과제”컨퍼런스

31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5권 2호발간

9일 SBS 스페셜“남북청년통

일실험 : 어서 오시라요

(통일한국통합방안연구

(2014-2017 결과물)”방송

12일 EPIK 영리더스컨퍼런스

27일 미얀마시민사회역량강

화양곤제1차워크샵

28일 특별보고서“신시대를위

한한일의공동진화”발간

5월 6월 7월 8월

4일 EAI 사랑방개시

7일 아인질오도노휴주한아

일랜드대사방문간담회

KF-EAI 코리아프렌드십

행사개시

9일 김근식경남대교수초청

프레스포럼한국고등교

육재단공동주최“한일수

교 50년, 한일관계의재

조명”세미나

14일 미얀마시민사회역량강

화양곤제2차워크샵

4일 싱크탱크세계평의회

이스탄불지역회의참석

5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공동주최“한미동맹”

시카고세미나

6일 아시아소사이어티공동주

최“한미경제협력”샌프

란시스코세미나

7일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초청프레스포럼

KF-EAI 넥스트제네레이

션컨퍼런스

20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겐론NPO, 중국 HRCG 공

동주최“한미중일상호국

민인식조사”도쿄기자회

견및국제세미나

21일 외교부공동주최“한국

중장기외교전략의평가

및발전방안”컨퍼런스

26일 더블린시립대공동주최

“한-아일랜드평화협상

경험공유”비공개세미나

28일 그래험플래처호주외교

통상부제1차관보방문

간담회

29일 KF-EAI 코리아프렌드십

갈라및 EAI 영페스티벌

1일 세계민주주의운동제8차

대회 “Empowering Civil

Society for Democracy

and Its Renewal” 섹션

패널참석

5일 양궈빈펜실베니아대학

교수초청중국연구모임

라운드테이블

13일 통일부및통일준비위원

회공동주관“한반도평

화통일을위한국제협력”

국제회의

30일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5권 3호발간

28일 EAI 사랑방중국답사

9월 10월 11월 12월

EAI 발자취
2015

EAI 발자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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