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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취지
한국과 일본, 그 중에서도 한국 남부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일본 구
주북부의 福岡縣, 佐賀縣, 長崎縣은 한일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의대수의 위치에 있고, 역사적
으로도 옛날부터 문화교류 등을 통하여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래에 들어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양지역간은 무역이나 생산의 수발주, 기술교류, 투자등
기업간의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항로의 개설에 따른 관광객의 상호 유출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일해협권은 세계의 성장지역인 동아시아의 새로운 성장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해협권이 새로운 성장권으로서 정착해 가기 위해서는 경제교류의 촉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증식이나 운송체계의 고도화․효율화, 환경기술 교류와 광역관광교류, 21
세기를 향한 청소년 교류, 도시계획 및 지방자치 교류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일해협권의 경제, 사회, 환경등 제분야에 걸친 과제에 대하여 새로운 성
장권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향 모색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한일지역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와 학술․정보교류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관계 자치단체의 지원하에 韓日海峽圈硏究機關協議會의 발족을 보게 되
었다. 국제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관련의 공동연구와 연구기관간의 학술․정
보교류 및 연구원의 상호파견 등의 사업을 통해서, 韓日海峽圈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제분
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韓日海峽圈의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교류가 한층 더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 설립배경
1993년 제2회 韓日海峽沿岸市道縣知事交流會議에서 처음으로 韓日海峽圈硏究機關協議會
를 창설하기로 제안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간의 실무자 회의를
거쳐 1994년 9월 6일 한국 부산광역시에서 韓日海峽圈硏究機關協議會가 발족되었다.
창립총회에는 한일 양지역 10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기관은 한국측에서는 釜山發展
硏究院, 光州․全南發展硏究院, 慶南發展硏究院, 濟州大學校 地域社會硏究所가 참가하였고,
일본측에서는 九州經濟調査協會, Asia太平洋Center, 國際東Asia硏究Center, 佐賀經濟調査協
會, 長崎經濟硏究所, 親和銀行調査部의 대표자 및 각 연구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지역의 10개 연구기관 대표자는 동협의회의 설립취지 및 규약을 채택
하고 교류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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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연구기관
◦ 韓

國(4)： 釜山發展硏究院
光州․全南發展硏究院
慶南發展硏究院
濟州大學校 地域社會硏究所
(濟州發展硏究院은 1997년 5월 창립된 이후 정식 회원으로 참가)

◦ 日

本(6)：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아시아태평양센터, 九州經濟調査協會
佐賀經濟調査協會
長崎經濟硏究所
親和銀行調査部(2001년 4월 親和經濟文化硏究所 설립)

□ 주요 일지
◦ 1994. 09. 정기총회․실무자회의(釜山發展硏究院)
- 규약제정․교류 협정서 교환
- 임원 선출
․회 장：姜泳琇(釜山發展硏究院 院長)
․부회장：藤山和夫(九州經濟調査協會 理事長)
- 기념강연
․주 제：韓日海峽圈의 觀光리조트 開發과 相互 協力
․강연자：孫海植(東亞大學校 敎授)
◦ 1994. 10. 실무자회의(九州經濟調査協會)
- 협의 안건
․韓日海峽圈硏究機關協議會 정보지 발간
․공동연구 분야협의
◦ 1995. 01. ｢海峽圈 포럼｣ 제1호 발간
◦ 1995. 08. 정기총회․실무자회의(九州經濟調査協會)
- 임원 선출
․회 장：藤山和夫(九州經濟調査協會 理事長)
․부회장：文昌洙(光州․全南發展硏究院 院長)
- 협의 안건
․韓日海峽圈에 있어서 地緣産業의 相互交流 促進方案에 關한 調査硏究
의 공동연구수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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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海峽圈硏究機關 교류협정서 교환：공동연구, 학술정보 교류, 연구
원 상호 파견
- 기념강연
․주 제：地緣産業의 環境變化와 그 振興策
․강연자：下平尾 勳(福島大學 敎授)
◦ 1995. 10. 실무자회의(慶南發展硏究院)
- 협의 안건
․공동연구의 기초 연구 결과 발표 및 향후 방침 논의
◦ 1996. 01. ｢海峽圈 포럼｣ 제2호 발간
◦ 1996. 03. ｢海峽圈 포럼｣ 제3호 발간
◦ 1996. 09. 정기총회․실무자회의(光州․全南發展硏究院)
- 임원 선출
․회 장：文昌洙(光州․全南發展硏究院 院長)
․부회장：野口司郞(長崎經濟硏究所 會長)
- 협의 안건
․공동연구의 ｢韓日海峽圈에 있어서 地緣産業의 相互交流 促進方案에
關한 調査硏究｣의 중간 보고
- 기념강연
․주 제：韓日經濟交流의 回顧와 展望
․강연자：朴光淳(全南大學校 敎授)
◦ 1996. 10. 실무자회의(長崎經濟硏究所)
- 협의 안건
․｢海峽圈 포럼｣ 제4, 5호 내용 협의
◦ 1996. 10. ｢海峽圈 포럼｣ 제4호 발간
◦ 1997. 04. ｢海峽圈 포럼｣ 제5호 발간
◦ 1997. 06. 정기총회․실무자회의(長崎經濟硏究所)
- 임원 선출
․회 장：野口司郞(長崎經濟硏究所 會長)
․부회장：朴秀永(慶南發展硏究院 院長)
- 협의 안건
- ｢韓日海峽圈에 있어서 地緣産業의 相互交流 促進方案에 關한 調査 硏
究｣의 공동연구 최종보고
- 濟州發展硏究院 정식 회원기관으로 참석
◦ 1997. 10. ｢海峽圈 포럼｣ 제6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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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1. 실무자회의(濟州發展硏究院)
- 협의 안건
․’97∼’98년도 공동연구 분야 협의
․｢통계 Data로 본 한일해협권｣의 내용 협의
․중간보고서 발행 시기 및 편집 내용 협의
◦ 1998. 03. ｢韓日海峽圈의 地域比較 硏究｣ 중간보고서 발간
◦ 1998. 04. ｢海峽圈 포럼｣ 제7호 발간
◦ 1998. 09. 정기총회․실무자회의(慶南發展硏究院)
- 임원 선출
․회 장：朴秀永(慶南發展硏究院 院長)
․부회장：權藤與志夫(아시아태평양센터 理事長)
- 기념강연
․주 제：南海와 玄海灘, 그것은 바다나루다)
․강연자：金烈圭(仁濟大學校 敎授)
- 협의 안건
․한일공동연구 내용 중간발표
․1998년도 제2회 실무담당자 회의 및 ’99년도 총회 개최지 Asia太平洋
Center로 결정
◦ 1998. 11. 실무자회의(아시아태평양센터)
- 협의 안건
․’98년도 한일공동연구의 진행방법 협의
․｢海峽圈 포럼｣ 제8호 편집 내용 협의
․’99년도 공동연구 방향 협의
◦ 1998. 11. ｢海峽圈 포럼｣ 제8호 발간
◦ 1999. 03. ｢韓日海峽圈의 地域比較 硏究｣ 최종보고서 발간
◦ 1999. 03. ｢海峽圈 포럼｣ 제9회 발간
◦ 1999. 09. 정기총회․실무자회의(아시아태평양센터)
- 임원 선출
․회 장：權藤與志夫(아시아태평양센터 理事長)
․부회장：李文敎(濟州發展硏究院 院長)
- 협의 안건
․공동연구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독립 혹은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
․｢海峽圈 포럼｣ 연 1회 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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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실무자회의 연 1회 개최
․2000년도 심포지움 개최(안)
․2000년도 총회 및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지 濟州發展硏究院으로 결정
◦ 2000. 01. ｢海峽圈 포럼｣ 제10호 발간
◦ 2000. 03. ｢海峽圈 硏究｣ 발간
◦ 2000. 09. 정기총회․실무자회의(濟州發展硏究院)
- 임원 선출
․회 장：李文敎(濟州發展硏究院 院長)
․부회장：市村眞一(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所長)
- 협의 안건
․한일공동연구 내용 중간발표
․2001년도부터 ｢海峽圈 포럼｣에 연구보고서를 통합하여 ｢海峽圈 硏究｣
를 발간하기로 합의
․2001년도 공동연구 테마 협의
․2001년도 韓日 海峽圈 硏究誌 발간시기 결정(2001. 2)
․2001년도 총회 및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지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로 결정
- 기념강연
․주 제：제주문화의 이해
․강연자：洪淳晩(鄕土史學者)
◦ 2001. 09. 정기총회․실무자 회의(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 임원 선출
․회 장 : 市村眞一(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부회장 : 林正德(釜山發展硏究院 院長)
- 협의 안건
․2002년도 공동연구 테마 협의
․2002년도 총회 및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지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결정
- 강연회
․주 제：｢일본․싱가포르 경제연휴협정 교섭의 경위와 문제점∼동아시
아 각국에 미치는 영향｣
․강연자：宮川眞喜雄 (외무성 경제국 개발도상지역 과장)
- 연구 보고회
․2000년도 연구보고
◦ 2002. 07. ｢해협권연구｣ 제2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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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09. 정기총회․실무자회의(釜山發展硏究院)
- 임원선출
․회 장 : 金學魯(釜山發展硏究院 院長)
․부회장 : 指山弘養(佐賀經濟調査協會 理事長)
- 협의안건
․2003년도 총회 및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지 佐賀經濟調査協會로 결정
․(財)蔚山發展硏究院 회원 기관 가입
- 강연회
․주 제 : 고고학상으로 본 한․일 고대문화
․강연자 : 沈奉謹(동아대학교 박물관장)
- 연구보고회
․2001년도 연구보고
◦ 2003. 08. ｢해협권연구｣ 제3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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